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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한 파쇄도 추정

한정훈
1), 송재준

2)*, 조영도
3)

Estimation of Blast Fragmentation using Stereophotogrammetry
Jeong-Hun Han, Jae-Joon Song, Young-Do Jo

Abstract Stereophotogrammetry is used to extract spatial information of an object by constructing a stereo-image 
from two or more photos. In this study, stereophotogrammetry was adopted for analyzing blast fragmentation of 
rock blocks in a quarry site. 2D image processing and stereophotogrammetry were applied to the fragmentation 
analysis of rock blocks horizontally scattered in a laboratory, and their results were compared with physical 
measurements using a water tank. Fragmentation of rock muckpiles was estimated in laboratory and field tests by 
using the stereophotogrammetry and statistical analysis.

Key words stereophotogrammetry, rock fragmentation, 2D image processing

초  록 입체사진측량기법이란 대상면에 대하여 두 장 이상의 사진 영상을 취득한 후 이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면

의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현장에서 발생되는 파쇄암들의 파쇄도 분석에 입체사진

측량기법을 적용하였다. 실내실험을 통하여 평면적으로 배치된 암석들의 파쇄도 분석에 2차원 영상처리기법과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적용 및 그 결과를 비교하였고, 입체사진측량기법과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실내실험 및 현장

실험에서 파쇄암 더미의 입도분포 추정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핵심어 입체사진측량, 파쇄도, 2차원 영상처리기법

1. 서 론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암석들의 파쇄도는 발파 설계 

효율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이러한 파쇄도는 입도분포를 통하여 평가된다. 일반적

으로 파쇄암들의 입도분포는 그 크기 및 부피로 인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

용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Split Desktop, FragScan, WipFrag 등은 2차원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J Kemeny(2001), 선우춘

(2001), 최용근(2005), J.Sudhakar(2006), F.I.Siddiqui 
(2009) 등은 발파암의 파쇄도 평가에 이러한 2차원 영

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입체사진측량기법은 동일 피사체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위치 및 방향에서 얻은 2개 이상의 화상정보

를 분석함으로써 피사체 표면의 3D 좌표를 얻어내는 

기법으로서, Hagan(1980)이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

하여 절리조사의 적용성을 연구한 이래, 유복모(1983), 
Tsoutrelis(1990), Reid(2000), 김종훈(2002), 한정훈(2007) 
등은 암반공학 분야에 사진측량기법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쇄암의 입도분포 분석에 입체사진측

량기법을 적용하였다. 입체사진측량기법은 2차원 영상

처리기법과 비교하여 대상물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내실험을 통하여 평면적으로 배치된 암석 블록들의 

입도분포 분석에 2차원 영상처리기법 및 입체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입체사진측량기

법의 파쇄암 입도분석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이후 실내실험과 현장실험에서 입체사진측량기법과 

통계 분석을 통해 파쇄암 더미에서의 입도분포를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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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lit Desktop 처리도 (b) PhotoModeler Scanner 처리도

그림 1. 파쇄암 입도분석을 위한 작업 처리도

표 1. Nikon D200 카메라 제원

Type of Camera Single-lens reflex digital camera

Effective Pixels 10.2 million

Image Sensor RGB CCD, 23.6×15.8 mm, total pixels: 10.92 million

Image Size (pixels) 3,872×2,592, 2,896×1,944, 1,936×1,296

Shutter Speed 30 to 1/8,000 sec. in steps of 1/3, 1/2

Picture Angle The equivalent in 35 mm format is approx. 1.5 times lens focal length.

2. 파쇄도 분석 프로그램 및 장비

일반적으로 파쇄암 입도분석에는 Split Desktop, FragScan, 
WipFrag 등의 전문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2차원 화상처리기법에 기반한 해석 프로그램이다. 본 연

구에서는 파쇄암의 입도분석에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적

용함으로써 파쇄암의 입도분석에 암석의 3차원 정보를 

활용하였다.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2차원 화상처리기법 

프로그램으로는 Split Desktop을, 입체사진측량기법 프

로그램으로는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2.1 Split Desktop
Split Desktop은 2차원 화상처리에 기반한 프로그램

으로서, 입도분포 분석 전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우선, Scaling 지표로 활용될 

물체를 대상물 주변에 배치한 후 대상에 대한 영상을 

취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구공을 대상 한쪽에 배치

하여 이를 영상의 Scaling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프
로그램에서 영상에 대한 Scaling 과정을 거친 후에, 자
동 필터링 기능에 의한 영상의 경계 추출 작업인 Auto- 
Delineation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Manual-Delineation 
과정 통하여 경계 수정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파쇄

암의 입도에 대한 해석 자료를 얻게 된다. 프로그램 수

행 시, 영상 중의 작은 블록이 큰 블록으로 흡수되어 경

계가 추출되거나 반대로 하나의 큰 블록이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뉘어 경계가 추출되는 경우가 있으므

로 Manual-Delineation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 PhotoModeler Scanner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은 임의 대상물에 대

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파쇄암의 입도분석 전

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대상물에 대하여 3차원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선 대상물 주변에 Scaling 
및 공간 위치 결정 지표로 활용될 타겟을 배치한 후 대

상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한다. 이후 프로그램에

서 카메라 및 렌즈의 왜곡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설치

된 타겟을 기준으로 한 대상물의 공간 위치 결정 작업

인 Referencing 과정을 거친다. 설치된 타겟의 정보를 

이용하여 Scaling 과정을 거치고 대상에 대한 3차원 모

델링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피 정보를 

취득한다.
그림 1은 Split Desktop과 PhotoModeler Scanner 프

로그램의 처리 흐름도이다.

2.3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는 Nikon D200, 렌즈는 Nikon AF-S DX 18 
- 70 mm f/ 3.5-4.5G IF-ED을 사용하였다. 카메라는 

약 천만 화소수를 가지는 디지털 방식의 일안반사식 

카메라이며, 연구에는 최대 크기(L)의 영상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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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ikon AF-S DX 18-70 mm(f/3.5-4.5G IF-ED) 렌즈 제원

Focal Length 18-70 mm

F-Number 3.5 - 4.5

Maximum Aperture f/3.5 - 4.5

Minimum Aperture f/22 - 36

Picture Angle 76° - 22°50'

Minimum Focus Range 0.38 m

Maximum Reproduction Ratio 1/6.2 (0.16)

Filter Attachment Size 67 mm

Lens Construction
• 15 elements in 13 groups
• Three ED glass elements
• One aspherical lens element

(a) Case 1 (b) Case 2

그림 2. 암석 평면 배치 영상

였다. 렌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줌렌즈로서, 초
점거리 18～70 mm, 화각 76°～22°50′의 범위를 가진다. 
표 1, 표 2는 각각 카메라 및 렌즈의 제원을 나타낸다.

3. 실내실험

실내실험을 위하여 암석의 형상 및 크기를 다르게 하

여 서울대학교 순환도로 인근 사면과 강원도 소개 가곡

광산에서 총 39개의 암석을 수집하였고, 실내 수조 실

험을 통해 각 암석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암

석 블록은 600 cm3～13,000 cm3
의 부피 분포를 보였으

며 총부피는 약 170,000 cm3
이었다.

3.1 평면배치블록의 입도분포 분석

2차원 기법과 3차원 기법의 결과 비교를 위하여 우선 

수집한 암석에 대하여 평면배치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암석의 배치를 달리하여 2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2는 배치를 달리하여 취득한 암석 영상이다.

3.1.1 2차원 영상처리기법 해석

Split Desktop을 이용하여 암석의 입도분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39개의 블록 정보를 포함

하여 Case 1의 경우에 대하여 83개, Case 2에 대하여 

100개의 블록정보가 추출되었다. 실제 블록수보다 더 

많은 자료가 추출되는 것은 경계처리 작업에서 미소 면적

을 갖는 부분을 암석 블록으로 인식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Case 1과 Case 2에 

대하여 상기 미소 영역 정보가 포함된 분석 자료이다.

3.1.2 3차원 입체사진측량기법 해석

그림 2의 배치에 대하여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한 후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림 5는 PhotoModeler Scanner를 이용한 

암석 모델링 자료이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자료, Split 
Desktop 및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작업을 수

행하였다. Split Desktop 프로그램은 그 해석 결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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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계 추출 (b) 입도분포 곡선

그림 3. 평면배치에 대한 Case 1의 분석자료

(a) Case 1 (b) Case 2

그림 4. 평면배치에 대한 Case 2의 분석자료

(a) 개별 블록 (b) 전체 블록

그림 5. PhotModeler Scanner를 이용한 암석 모델링

암석 블록의 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면적에 대하

여 동일 면적을 가지는 원에 대한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을 계산하였다. 암석의 형상을 구체라 가정하

고 상기 등가직경을 이용하여 암석의 부피를 계산하였

다. 실제 암석의 입도분포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각 암

석에 대한 질량 정보가 필요한데, 모든 암석에 대하여 

단위 중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다음의 식에 의해 

부피의 비를 이용하여 통과율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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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의 입도분포 (b) Case 2의 입도분포

그림 6. 평면배치에서의 암석 입도분포 곡선

그림 7. 더미배치 외측 암석 블록의 직경분포 - 실내실험

, 통과율 








×

( , 는 각각 직경 까지의 누적질량 및 누적부피)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어진 

암석의 부피에 대하여서도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적용

하여 통과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6은 해석 결과를 비교

한 암석의 입도분포 곡선이다.

3.1.3 결과분석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부

피에 대한 암석의 입도분포와 입체사진측량기법에 의하

여 얻어진 암석의 입도분포 결과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2차원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암석의 입도분포

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입체사진측량기법에 기반한 3차원 

기법에서는 촬영된 암석 영상에서 확인되는 암석의 모든 

면의 정보를 3차원으로 모델링 및 부피 계산에 이용하는 

반면, 2차원 영상처리기법에서는 암석의 형상 정보를 그

림 3, 그림 4와 같이 2차원 경계 및 면적 정보만을 이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경이 커질수록 2
차원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자료의 경우 다른 두 자료

와 비교하여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암석 

중에 평면적으로 넓은 형상을 가진 암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암석의 경우 평면적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된 등

가직경 정보가 3차원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부피가 과대

평가되는 경향을 보여 상기와 같이 직경이 커질수록 차

이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체사진측량기법을 활용

한 파쇄암의 입도분포 추정은 2차원 기법과 비교하여 실

제 암석의 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실제와 근접

한 수준에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더미배치블록의 입도분포 추정

발파로 인한 파쇄암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더미(muckpile)

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2차원 영상처리기법에서는 암석

의 면적 정보만을 이용하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파쇄암들이 

컨베이어벨트 등의 시설 위에 평면적으로 분포할 때 영상을 

취득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더미 형태의 경우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사진측량기법

을 이용하여 암석 블록 더미의 전체 부피 및 영상에 보이는 

더미 외측 블록의 부피를 계산하고 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내부 블록의 부피를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3.2.1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자료

암석 블록 더미의 경우, 더미 외측으로 보이는 블록들

은 영상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체사진측량기

법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 및 부피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더미 전체를 모델링하고 이의 총부피를 구한 후, 
외측에 확인되는 개별 블록들을 모델링 및 부피를 구하

면 그 차이를 이용하여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블록들의 

총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블록들

의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분포 추정을 위해 더미 

외측으로 보이는 블록들을 표본으로 하고 이의 등가직경

자료를 통계추정을 위한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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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을 제외한 추정 분포

(b)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을 포함한 추정 분포

그림 8. 더미 외측 블록을 표본으로 하는 더미배치의 추정 입도분포 곡선 - 실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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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더미배치 외측 암석 블록의 직경분포 - 현장실험

3.2.2 통계추정을 이용한 입도분포 분석

암석 블록을 더미 형태로 배치하고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암석 블록을 더미 형태로 배치하는 경우 암석 전

체 모델링 결과에는 암석 사이의 공간도 전체 부피로 

평가되는데, 본 실험의 경우 PhotoModeler Scanner를 

통한 모델링 결과 전체 블록 총부피는 220,000 cm3
로 

나타났으며,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암석 블록들의 총부

피인 170,000 cm3
와 비교하여 약 20%의 차이를 보였

다. 또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더미 외측의 블록들의 개

별 모델링을 통한 등가직경분포 확인 결과 그림 7과 같이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보임을 확인하

였다. 더미에 속한 전체 암석 블록의 등가직경분포가 상

기 표본과 같이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각 

직경(가로축)의 발생 확률(세로축)을 나타내는 대수정규

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를 생각할 수 있다. 직경 분포의 추정을 위해서 해당 직

경의 발생 확률은 임의로(random) 발생시키고,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면 해당 확률의 

직경정보를 역함수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들 직

경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고 부피의 합이 더미 내부 블

록들의 총부피로 추정되는 값에 근사할 때까지의 정보

를 추출하였다. 단, 자료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통

계 추정 자료의 개수를 30개 이상으로 하였다. 암석 사

이의 공간을 전체 블록 부피에 포함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직경 발생 확률을 달리하여 각 4회
의 자료를 추정하였고, 이들 자료와 입력 자료로 이용

한 더미 외측 블록들의 자료를 합하여 전체 블록의 입

도분포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추정한 암

석 블록 더미의 추정 입도분포를 수조, 2차원 화상처리

기법 및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암석 블

록들의 입도분포와 함께 그림 8에 도시하였다. 그림 8
의 (a)는 암석 사이의 공간으로 추정되는 20% 공간을 

제외한 즉, 암석 블록들의 총부피가 170,000 cm3
가 될 

때까지의 추정 자료를 도시한 것이고, 그림 8의 (b)는 

암석 사이의 공간을 무시하고 전체 블록들의 부피가 

PhotoModeler Scanner를 통해 얻어진 총부피 220,000 
cm3

에 근사할 때까지의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8
에서 보듯이 입도분포의 최소입경과 최대입경 자료는 

실제 자료와 근사하였다. 또한 입도분포의 전체적인 경

향은 실제 분포보다 저평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차원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향상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에 따

른 차이는, 자료의 개수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림 8의 

(a)와 (b)에서 보듯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장실험

실제 발파 현장의 파쇄암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원도 

소재 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 발파 현장에서 총 100개
의 파쇄암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PhotoModeler 
Scanner를 이용한 분석 결과 1,500 cm3～70,000 cm3

의 

부피 분포를 보였으며 총부피는 약 1,020,000 cm3
이었

다. PhotoModeler Scan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개
의 파쇄암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거쳐 부피 분석을 수

행하였고, 3.1절의 과정에 따라 등가직경을 계산하였다. 
파쇄암들을 더미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입체사진측량기

법을 이용하여 전체 더미를 3차원 모델링하여 1,270,000 
cm3

의 총부피를 얻었다. 실내실험의 결과와 비슷하게 

약 20% 정도의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이 과대평가되었

다. 3.2 절의 과정에 따라 더미 외측 블록들을 표본 자

료로 하여 파쇄암 더미에서의 입도분포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더미 외측 블록들의 직경분포는 그림 9와 같

이 대수정규분포를 보였으며, 이들 자료를 입력 자료로 

하여 내부 블록의 직경분포를 추정하였다. 이후 내부 

블록의 추정 자료와 더미 외측 블록 자료를 포함하여 

파쇄암 더미의 입도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각 파쇄암 사이의 내부 공간

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에 대한 추정 입도분포 

곡선이다. 더미 외측 블록 자료를 입력 자료로 하여 직

경 발생 확률을 달리하여 총 10회에 걸쳐 자료를 추정

하였다. 실제 발파 현장 파쇄암의 입도분포 분석에 대

한 입체사진측량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실내실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10회에 걸쳐 자료를 추정하였으며, 
추정한 입도분포를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된 입도분포 곡선과 함께 도시하였다. 현장실험의 경우 

실내실험과 비교하여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소입경과 최대입경이 개별블록

의 해석 자료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근사한 값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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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을 제외한 파쇄암 입도분포 곡선 - 현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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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암석 사이의 내부 공간을 포함한 파쇄암 입도분포 곡선 - 현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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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입도분포의 경향 또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실내실험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파쇄암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파쇄암 더미 외측으로 보이는, 즉 통계 추정의 입력 자

료로 이용되는 블록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추정 결과

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의 마지막 입도분

포 그래프의 경우 최대입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래프의 추정 자료의 경우 자료가 

50개 이하로 적게 생성되었는데, 이는 블록의 추정 부

피가 몇몇 특정 대형 블록으로 해석된 것으로서, 추정 

자료의 개수를 충분히 생성한다면 다른 그래프의 경우

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실내

실험과 마찬가지로 파쇄암 사이의 내부 공간에 따른 차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발파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쇄암들의 

파쇄도 추정에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였다. 실내실

험을 통하여 파쇄암의 입도분포 분석에 대한 입체사진

측량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고, 입체사진측량기법 및 

통계 추정을 통하여 현장의 파쇄암 더미에 대한 입도분

포 추정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암석 블록을 수집하여 입도분포 분석을 위한 실내실

험을 수행하였다. 수조 실험을 통하여 암석의 부피

를 측정하여 실제 암석 블록들의 입도분포를 얻었으

며, 암석 블록들을 평면으로 배치하여 2차원 영상처

리기법과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암석 블록

들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체사진측

량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2차원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2. 2차원 영상해석의 경우, 암석 블록의 형상이 편평한 

형상을 가지는 경우 암석 블록 부피 계산을 위한 등

가직경이 과대평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

행한 실내실험의 2차원 영상해석에서 블록들의 총부

피는 수조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총부피에 대하여 

Case 1의 경우 약 60%, Case 2의 경우 총부피가 약 

2배로 과대평가되었다.
3. 암석 블록들이 더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입도분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체사진측량기법과 통

계 추정을 이용한 실내실험으로부터 파쇄암 더미의 

입도분포 추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현장실험을 통하여 파쇄암 더미의 입도분포 분석에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였다. 입도분포 분석 결

과, 개별블록들의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입도분포와 

파쇄암 더미 외측 블록들을 입력 자료로 이용한 통계

적 추정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5. 통계 추정에서 생성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 블록의 

추정 부피가 특정 대형 블록들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분한 수의 자료 생성을 통하여 보

완이 가능하였다.
6. 파쇄암 더미의 경우 암석과 암석 사이의 공간으로 

인하여 전체 블록의 부피가 과대평가되는데, 이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계 추정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내부 공간이 파쇄암 더미의 전체적인 입도분포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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