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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한옥에 한 수요과 공 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지붕구조의 무게와 이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부재의 형화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단면 목재

부재이면서 다량의 목질부를 제거하여 무게의 경량화를 이루고 감소하는 강도  성질은 부재의 하이 리드화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실 재 단면 스킨 버를 제작하 다. 소나무와 낙엽송 두 수종을 사용하여 실 재 스킨

버를 제작하 다. 두 수종에 해 정각형 스킨 버와 원통형 스킨 버 각각을 제작하여 휨성능을 평가하 다. 

가공기계의 정 도 부족으로 인해 부재에 과도한 손상이 발생하여 의도한 정도의 강도  성질을 얻지 못하 다. 

하지만 가공기계의 정 도 향상을 도모하고 추가 인 하이 리드 구조체 제작을 첨가한다면 경량의 단면 구

조부재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 제작한 낙엽송과 소나무 실 재 스킨 버에서는 

수종간의 휨성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히 혼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송의 MOR 기 에서만 정각

형과 원통형간에 성능 차이가 인정되어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아 혼용이 가능하다고 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닌 경량의 단면 구조재 개발에 

있으므로 목질계 우드세라믹이나 경량철골 등을 이용한 하이 리드 구조체를 개발한다면 한옥이나 실내인테리

어재료 그리고 기둥-보 공법의 재료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and supply on the Hanok have been increased. However, Hanok should

be requested larger section of structural members because of excessive roof weight. So,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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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timber was manufactured to get a lightweight structural member. The structural skin-timber

has exterior shape with larger section but a great volume of wood be removed. The reduced 

strength of structural skin-timber can be supplemented by hybridizaion of structural member. 

Japanese larch and Domestic pine were used to manufacture the structural skin-timber. Structural 

skin-timbers of rectangular shape and cylinder shape were manufactured and tested to evaluate

the bending properties. The intended strength property could not be obtained because member 

had been suffered severe damage by precision deficiency of manufacturing machine. However,

if precision of manufacturing machine would be improved and additional hybridizaion of 

structural skin-timber would be done, lightweight structural member will be able to be 

manufactured. Structural skin-timber did no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y between two species,

so it is possible to use pine mixed with larch. Only MOR of larch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y

between rectangular shape and cylinder shape, so it is necessary to use of those as separate things.

However, the rest of skin-timber can be judged mixed using because of non statistical significan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lightweight larger structural member with 

relatively strength. If hybrid member of skin-timber could be developed with wood-ceramics, 

lightweight steel and more, it can be possible to be used as a building material of Hanok, interior

material, post & beam construction material and more. 

Keywords : skin-timber, bending property, Hanok, hybridizaion, statistical significancy

1. 서  론

통에 한 심과 친환경재료에 한 선호도로 

인해 목재를 다량 소비할 수 있는 한옥에 한 수요

가 증 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다양한 한옥 진

흥책을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 한옥에 한 수요과 공

은 계속해서 늘어날 망이다. 이러한 한옥이 가지

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지붕구조의 무게

와 이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부재의 형화

이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의 기둥-

보 공법구조에 비해 한옥의 과설계(over-design)가 

자주 지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한옥의 구조부재는 300 mm 이상의 단면 부

재이어야 제 로 된 재료로 인식되어 왔고 더불어 목

재부재는 철물에 비해 약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이 팽배해 있는 시 에서 한옥부재의 단면화는 

여 히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겉으로는 

단면 목재부재이면서 다량의 목질부를 제거하여 무

게의 경량화를 이루고 감소하는 강도  성질은 부재

의 하이 리드화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실 재 단

면 스킨 버를 제작하여 휨 성질을 평가하고자 하

다[1-9,13-15].

국내의 한옥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용 침

엽수재인 소나무와 낙엽송 두 수종을 사용하여 신한

옥이나 기둥-보 공법 혹은 목구조 공법에 활용 가

능하도록 최 직경 300 mm에 길이 2,400 mm의 치

수를 가지는 목재를 가공하여 스킨 버를 제작하

다. 

2. 재료 및 방법

정각형 스킨킴버와 원통형 스킨 버를 각각 소나

무와 낙엽송에 해 최  외곽치수 300 mm (정각형

의 경우 한축이 300 mm, 원통형의 경우 직경이 300 

mm), 길이 2,400 mm로 제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스킨 버 가공기계를 활용해서 최 직경 272 mm 

(248∼272 mm)으로 천공하 다. 가공기계의 정 도 

문제로 인하여 가공과정  부분 인 시편의 손상이 

있었으며 특히 원통형의 경우 잔존면 이 겅각형에 

비하여 넓지 못해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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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machine for the structural skin-timber.

Fig. 2. The structural skin-timber (left : rectangular shape, right : cylinder shape).

실 재 스킨 버 제작을 해 개발한 가공기계는 

Fig. 1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실 재 스킨

버는 Fig. 2와 같다. 천공할 수 있는 지름은 최  

290 mm까지이며 가공 가능한 길이는 한쪽 방향으로 

1,200 mm이다. 한쪽 방향으로 1,200 mm 길이까지 

가공하고 시편을 뒤집어서 가공하여 최종 2,400 mm 

까지의 길이를 가공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정각형 스킨 버는 보용재로, 원통형 스킨 버는 

기둥용재로 사용하기 해 각기 개발하 다. 정각형

과 원통형 스킨 버 각각의 치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휨강도 실험의 스팬은 원통형 스킨 버의 양끝

단 고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각형과 원통형 모두 

2,000 mm로 하 다. 시편번호 1번부터 9번까지는 

정각형 스킨 버이며 10번부터는 원통형 스킨 버

이다. 정각형의 경우 잔존면 률이 원통형에 비해 많

은 40% 이며 원통형의 경우 10% 다.

휨강도는 ASTM D198-05a (Standard Test Methods 

of Static Tests of Lumber in Structural Sizes)에 따

라 측정하 다[11]. 하  부하 속도는 15 mm/min이

었다. 휨 강도 시험은 최  부하 가능 하  10톤인 만

능강도 시험기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 재 스킨 버의 휨성능을 

계산하기 해서는 기존의 소재에 용하던 괴계

수와 탄성계수의 공식을 직 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유도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재료의 형상에 맞게 공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킨 버의 경우 외 은 정각

재이면서 내부가 천공된 경우와 외 은 원형이며 내

부가 천공된 경우 2가지이다. 각각의 경우에 해 

괴계수와 탄성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Table 2에 

유도된 공식을 용해서 MOR과 MOE를 계산해야 

한다. 정각형 스킨 버와 원통형 스킨 버 각각의 

MOR은 Table 2와 같다. MOE의 경우 





를 활

용해서 구할 수 있고 이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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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mensions of structural skin-timber

No. Species
Outter Dia.

(mm)
Inner Dia.

(mm)
Outter area

(mm2)a
Inner area

(mm2)b
Residual area

(mm2)
Residual area 

ratio (%)

1 P 285 249 81,368 48,671 32,697 40 

2 L 288 253 82,944 50,346 32,598 39 

3 L 287 251 82,297 49,554 32,743 40 

4 L 287 251 82,297 49,357 32,940 40 

5 P 292 249 85,264 48,476 36,788 43 

6 L 284 248 80,727 48,378 32,349 40 

7 L 288 255 82,872 50,945 31,927 39 

8 L 288 256 83,088 51,245 31,843 38 

9 L 287 250 82,584 49,063 33,522 41 

Avg. 287 251 82,605 49,559 33,045 40 

10 P 278 264 60,613 54,753 5,859 9

11 L 277 262 60,395 54,224 6,170 10

12 P 279 264 61,215 54,990 6,223 10

13 P 284 268 63,482 56,629 6,852 10

14 L 279 264 60,996 54,770 6,225 10

15 P 285 271 63,706 58,050 5,655 8

16 L 284 269 63,259 57,090 6,168 9

17 L 281 266 61,874 55,689 6,184 10

Avg. 281 266 61,943 55,775 6,167 10 

Table 2. The induced formular for calculation of MOR and MOE

Section
Moment of 

inertia
Section 

modulus
MOR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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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 and MOE for the structural skin-timber using larch

Type Species No. Residual area ratio(%) MOR(MPa) MOE(MPa) 

Rectangular type L 2 39 5.31 1767.21

Rectangular type L 3 40 5.48 1435.68 

Rectangular type L 4 40 4.45 726.72 

Rectangular type L 6 40 5.60 775.91 

Rectangular type L 7 39 4.76 669.64 

Rectangular type L 8 38 7.59 1072.75 

Rectangular type L 9 41 4.99 843.73 

Average 5.45 1041.66

Cylinder type L 11 10 3.99 1025.84 

Cylinder type L 14 10 2.35 702.83 

Cylinder type L 16 10 1.75 476.25 

Cylinder type L 17 10 2.40 806.52 

Average 2.62 752.86

Fig. 3. Comparison of two shapes for MOR and MOE (larch).

3. 결과 및 고찰

3.1. 실대재 스킨팀버의 휨성능

3.1.1. 낙엽송 실대재 스킨팀버의 휨성능

재료  방법에서 유도한 식을 용해 계산한 낙엽

송 실 재 스킨 버의 휨강도 실험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Fig. 3을 보면 낙엽송 스킨 버의 경우 

정각형은 평균 MOR이 5.45 MPa이고 원통형의 경우 

2.62 MPa이다. 이는 소재의 MOR이 90 MPa[10,12]

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각형의 경우 잔존면 율이 40%  임에도 불

구하고 소재에 비해 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스킨 버 자체만으로는 단면 구조부재로의 

용도가 치 못하며 하이 리드 구조체를 제작하

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MOE의 경우에도 

소재의 MOE가 12,900 MPa인데 비해 스킨 버의 경

우 정각형은 1041.66 MPa, 원통형은 752.86 MPa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 다. 이 역시 하이 리드 구

조체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3.1.2. 소나무 실대재 스킨팀버의 휨성능

소나무 스킨 버의 경우 단면 소나무 구조용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편을 확보하지 못해 통계

 타당성이 떨어진다. 낙엽송과 유사하게 정각형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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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R and MOE for the structural skin-timber using pine

Type Species No. Residual area ratio (%) MOR (MPa) MOE (MPa) 

Rectangular 
type

P 1 40 5.27 870.63 

Rectangular 
type

P 5 43 5.67 961.40 

Average 5.47 916.01

Cylinder type P 10 10 4.15 753.42 

Cylinder type P 12 10 3.89 264.95 

Cylinder type P 15 9 6.28 1095.31 

Average 4.77 704.56

Fig. 4. Comparison of two shapes for MOR and MOE (pine).

킨 버의 경우 잔존면 율이 40% 이며 원통형은 

10% 이다. MOR과 MOE 역시 낙엽송과 유사하게 

소재값이 88 MPa, 12,300 MPa임[10,12]을 고려하면 

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Table 4와 Fig.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MOR의 경우 정각형이 5.77 MPa, 원통

형이 4.77 MPa로 얻어졌으며 MOE의 경우에는 정각

형이 916 MPa, 원통형이 705 MPa로 나타났다. 소나

무 스킨 버 역시 휨강도를 받는 보의 용도로 사용되

기 해서는 하이 리드 구조체의 필요성이 두된

다. 특히 소나무 스킨 버는 낙엽송 스킨 버에 비해 

천공과정에서 목재의 손상이 상당히 심하 다. 육안

으로 원통형의 경우에는 가공과정에서 이미 횡단

면 부 의 완 한 찢어짐이 나타날 정도 다.

3.2. 실대재 스킨팀버의 파괴모드 분석

구조용 실 재 스킨 버의 괴는 일반 인 실

재와 마찬가지로 Fig. 5와 같이 연성 괴와 취성 괴

의 간형태를 보 다. Fig. 5의 좌측은 소나무 정각

형 스킨 버의 하 -변형 곡선이며 우측은 낙엽송 

원통형 스킨 버의 곡선이다.

ASTM D 143-94 (Reapproved 2007)에 따라 구조

용 스킨 버의 괴모드를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

하 다. 

Horizontal shear가 가장 많이 나타난 괴 모드이

며 원통형의 경우 부분 횡단면 끝부분의 괴가 휨

강도 실험 이 부터 나타났었다. 이는 실 재 스킨

버의 제작과정에서 가공가계의 정 도 부족으로 천

공이 시작되는 시편의 끝 부분에 이미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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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eformation curve (left: specimen 1, right: specimen 17).

No. 2 No. 5

No. 12 No. 17

Fig. 6. Failure features of structural skin-timber.

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인 괴 

형태를 Fig. 6에 나타내었다.

3.3. 정각형 스킨팀버와 원통형 스킨팀

버의 휨성능에 대한 유의성 검증

실 재 스킨 버가 소재에 비해 히 떨어지는 

휨성능을 나타냄은 앞부분에 언 하 다. 하지만 하

이 리드 구조체를 제작했을 경우에는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추후의 연구로 진행할 정이

다. 여기서는 정각형 실 재 스킨 버와 원통형간의 

휨성능이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3.3.1. 낙엽송 정각형 스킨팀버와 원통형 스킨

팀버의 휨성능에 대한 유의성 검증

먼  낙엽송 실 재 스킨 버의 MOR을 기 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사용한 로그램은 MS사

의 Excel 패키지이다. 두 집단의 성질을 악하기 

하여 먼  F-검정을 실시하 다. MOR의 경우 유의

확률값이 0.49로서 0.05보다 높게 나타나 등분산가

정 t-검정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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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ilure types for structural skin timber

No. Failure types No. Failure types

1 HS & CGT 10 HS

2 HS 11 HS & partial fracture

3 HS 12 CGT & partial fracture

4 HS 13 CGT & partial fracture

5 Fully fractured 14 HS & partial fracture

6 HS 15 CGT & partial fracture

7 HS 16 CGT & partial fracture

8 HS 17 HS & partial fracture

9 HS

Horizontal shear: HS, Simple Tension: ST, Splintering Tension:SPT, Cross-grain Tension: CGT, Brash Tension: BT, 
Compression: C.

MOR의 경우 t-검정 결과 유의확률값이 0.05보다 작

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MOR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낙엽송 실 재 스킨 버는 정

각형과 원통형간에 한 차이가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낙엽송 실 재 스킨 버의 MOE를 기

으로 통계  유의성을 분석하 다. MOE의 경우 유

의확률값이 0.17로 0.05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등분

산가정 t-검정을 실시하 다(부록참조). MOR과 달

리 MOE의 경우에는 유의확률값이 0.05보다 크게 나

타나므로(부록참조)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각형과 원통형

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단된다.

3.3.2. 소나무 정각형 스킨팀버와 원통형 스킨

팀버의 휨성능에 대한 유의성 검증

시편의 개수가 부족하여 통계 처리의 의미가 미미

하지만 경향을 분석해보기 해 통계 처리를 실시 하

다. 소나무 실 재 스킨 버의 MOR의 경우 유의

확률값이 0.15로서 0.05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등분

산가정 t-검정을 실시하 다(부록참조). 유의확률값

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정각형과 

원통  스킨 버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MOR을 기 으로 할 경

우 정각형과 원통형간에 성능 차이가 없으므로 혼용

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단되는 것이다.

소나무 스킨 버의 MOE의 경우 역시 통계  유의

성을 검정하 다. 유의확률값이 0.10으로 0.05보다 

높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등분산가정 t-검정을 실

시하 다. 소나무 스킨 버의 MOE의 경우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정각형과 

원통형 스킨 버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정각형과 원통형간에 성능 

차이가 통계  의미에서 없으므로 혼용하여 사용해

도 무망하다는 의미이다.

3.4. 소나무 실대재 스킨팀버와 낙엽송 

실대재 스킨팀버의 휨성능에 대한 

유의성 검증

Fig. 7에 의하면 평균값을 기 으로 MOR의 경우 

소나무 스킨 버가 높게 나타났고 MOE의 경우 낙엽

송 스킨 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나무 스킨

버의 경우 시편수가 은 계로 통계  의미부여가 

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각형과 원통형을 합쳐서 수

종간의 성능 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두 수종간의 MOR에 한 상황 분석을 해 먼  F-

검정을 실시하 다.

MOR의 경우 유의확률값이 0.16으로 0.05보다 높

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등분산가정 t-검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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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wo species for MOR and MOE.

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5.453782 2.620414

Variance 1.048905 0.917009

Observations 7 4

df 6 3

F 1.143833

P value 0.495137

F critical 8.940645 　

해야 한다. t-검정의 결과 유의확률값이 0.05보다 크

게 나타나므로(부록참조) 두집단간의 평균값의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소나무 스킨 버와 

낙엽송 스킨 버간에 휨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수종간의 가격 등을 기 로 하여 사용자

의 편의 로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MOE를 기 으로 두 수종간의 성능 분석을 해 

F-검정을 실시하 다.

유의확률값이 0.40으로 0.05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부록참조) 등분산가정 t-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t-

검정의 결과 유의확률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므

로(부록참조) 두집단간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MOR과 마찬가지로 MOE 기  

역시 두 수종간의 휨성능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편의 로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4. 결  론

한옥과 기둥-보 공법의 목구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경량의 단면 구조부재에 한 필요성이 증

되어 낙엽송과 소나무 두 수종을 사용하여 길이 

2,400 mm, 최  단면 300 mm의 단면 실 재 스킨

버를 제작하 다. 두 수종에 해 정각형 스킨 버

와 원통형 스킨 버 각각을 제작하여 휨성능을 평가

하 다.

천공과정에서 기계의 정 도 부족으로 인해 부재

에 과도한 손상이 발생하여 의도한 정도의 강도  성

질을 얻지 못하 다. 하지만 가공기계의 정 도 향상

을 도모하고 추가 인 하이 리드 구조체 제작을 첨

가한다면 경량의 단면 구조부재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 제작한 낙엽송과 소나무 실 재 

스킨 버에서는 수종간의 휨성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수종별 가격 등의 참고요인을 기 으로 

히 혼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종내에서는 

낙엽송의 MOR 기 에서만 정각형과 원통형간에 성

능 차이가 인정되어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

고 낙엽송의 MOE 기  그리고 소나무의 경우 MOR, 

MOE 모두 정각형과 원통형간에 휨성능 차이가 인정

되지 않아 혼용이 가능하다고 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 재 스킨 버의 개발 목 이 경량

의 단면 구조재 개발에 있으므로 가벼우면서도 어

느정도의 강도를 지닌 목질계 우드세라믹이나 경량

철골을 이용한 하이 리드 구조체를 개발한다면 한

옥이나 실내인테리어재료 그리고 기둥-보 공법의 

단면이 필요한 건축물의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ppendix

Anova table for the larch skin-timber (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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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1041.663 752.8598

Variance 171669.7 52137.9

Observations 7 4

df 6 3

F 3.292608

P value 0.177852

F critical 8.940645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5.453782 2.620414

Variance 1.048905 0.917009

Observations 7 4

Pooled variance 1.004939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9

t value 4.509368

P (T<=t)   one-tail 0.000735

t critical   one-tail 1.833113

P (T<=t)   two-tail 0.001469

t critical   two-tail 2.262157 　

Anova table for the larch skin-timber (MOE).

T-test results for the larch skin-timber (MOR).

  

T-test results for the larch skin-timber (MOE).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1041.663 752.8598

Variance 171669.7 52137.9

Observations 7 4

Pooled variance 131825.8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9

t value 1.269065

P (T<=t)   one-tail 0.118127

　 Variable 1 Variable 2

t critical   one-tail 1.833113

P (T<=t)   two-tail 0.236254

t critical   two-tail 2.262157 　

Anova table for the pine skin-timber (MOR).

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5.465979 4.773967

Variance 0.079825 1.722708

Observations 2 3

df 1 2

F 0.046337

P value 0.150479

F critical 0.005013 　

  

Anova table for the pine skin-timber (MOE).

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916.0138 704.5604

Variance 4119.253 174164.4

Observations 2 3

df 1 2

F 0.023652

P value 0.108109

F critical 0.005013 　

T-test results for the pine skin-timber (MOR).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5.465979 4.773967

Variance 0.079825 1.722708

Observations 2 3

Pooled variance 1.175081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3

 



김  철

－ 36 －

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789.1418 936.6434

Variance 101525.8 139874.1

　 Variable 1 Variable 2

t value 0.699311

P (T<=t)   one-tail 0.267351

t critical   one-tail 2.353363

P (T<=t)   two-tail 0.534701

t critical   two-tail 3.182446 　

T-test results for the pine skin-timber (MOE).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916.0138 704.5604

Variance 4119.253 174164.4

Observations 2 3

Pooled variance 117482.7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3

t value 0.675801

P (T<=t)   one-tail 0.273799

t critical   one-tail 2.353363

P (T<=t)   two-tail 0.547599

t critical   two-tail 3.182446 　

Anova table for the pine skin-timber and larch 

skin-timber (MOR).

F-test

　 Variable 1 Variable 2

Mean 5.050772 4.423466

Variance 1.024974 2.947929

Observations 5 11

df 4 10

F 0.347693

P value 0.160173

F critical 0.167662 　

  

(MOE)

　 Variable 1 Variable 2

Observations 5 11

df 4 10

F 0.725837

P value 0.405907

F critical 0.167662 　

T-test results for the pine skin-timber and 

larch skin-timber (MOR).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5.050772 4.423466

Variance 1.024974 2.947929

Observations 5 11

Pooled variance 2.398513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14

t value 0.750982

P (T<=t)  one-tail 0.23255

t critical  one-tail 1.76131

P (T<=t)  two-tail 0.4651

t critical  two-tail 2.144787 　

  

(MOE)

t-test: (assuming equal variances)

　 Variable 1 Variable 2

Mean 789.1418 936.6434

Variance 101525.8 139874.1

Observations 5 11

Pooled variance 128917.4

Hypothesized 
Mean difference

0

df 14

t value -0.76166

P (T<=t)  one-tail 0.229451

t critical  one-tail 1.76131

P (T<=t)  two-tail 0.458901

t critical  two-tail 2.14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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