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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sozoic activ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mainly represented by the Triassic post-collisional, Jurassic

orogenic, and Cretaceous post-orogenic igneous activities. The diversity of mineralization by each geological period

came from various geothermal systems derived from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gma with different

emplacement depth. The Cretaceous metallic mineralization has been carried out over a wide range of time periods

from ca. 115 to 45 Ma (main stage; ca. 100 to 60 Ma) related to post-orogenic igneous activity,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most metal deposits are concentrated along small granitic stocks. The late Cretaceous metal

deposits in the Gyeonggi and Yeongnam massifs are generally distributed along the boundary among the Gongju-

Eumseong fault system and the Yeongdong-Gwangju fault system and the Gyeongsang Basin, most of them are in

the form of a distal epithermal~mesothermal Au-Ag vein or a transitional mesothermal Zn-Pb-Cu vein. On the other

hand, diverse metal commodities in the Taebaeg Basin, the Okcheon metamorphic belt and the Gyeongsang Basin

are produced from various deposit types such as skarn, carbonate-replacement, vein, porphyry, breccia pipe, and

Carlin type. In the late Cretaceous metallic mineralization, various mineral deposits and commodities were induced

not only by the pathway of the hydrothermal solution, but also by the diversity of precipitation environment in the

proximity difference of the granitic rocks. The diversity of these types of Cretaceous deposits is fundamentally

dependent on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egree of differentiation and oxidation state of related igneous

rocks, and ore-forming fluids generally exhibit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 to low-sulfur

hydrothermal 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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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중생대 화성활동은 주로 트라이아스기 후-충돌대형, 쥐라기 조산대형 그리고 후기 백악기 후-조산대형

화성활동으로 대표되며, 각 지질시대별 광화작용의 다양성은 마그마의 지화학적 특성과 함께 정치 심도의 차별성에서

유도된 서로 다른 지열수계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백악기 금속광화작용은 후-조산대형 천부 화성활동과 관련된 약

115~45 Ma(주 광화기; 약 100~60 Ma)의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금속광상은 소규모 암주형

화강암체를 따라 집중되는 공간적 배태양상을 보인다.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에서 후기 백악기 금속광상은 전반적으로

공주-음성 단층계와 영동-광주 단층계 및 경상분지의 경계부를 따라 분포하며, 대부분 원지성 천열수~중열수 Au-Ag

맥상 광상 또는 점이성 중열수 Zn-Pb-Cu 맥상 광상으로 산출되고 있다. 반면에 태백산분지, 옥천대 및 경상분지에서

는 스카른형, 탄산염교대형, 열수충진형 맥상, 반암형, 각력 파이프형, 칼린형 광상과 같은 다양한 광상 유형으로부터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eongyu@korea.ac.kr



324 최선규 · 강정극 · 이종현

상이한 금속종이 산출되고 있다. 후기 백악기 금속광화작용은 지역에 따라 광화유체의 유동성 차이뿐만 아니라, 관계

화강암의 근접성 차이에서 나타나는 침전 환경의 차별성으로부터 다양한 광상유형 및 광종이 유도되었다. 백악기 광

상 유형의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관계화성암의 분화도 및 산화도와 같은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지만, 광화유체

는 전반적으로 중간황형~저황형(intermediate~low sulfidation) 열수의 진화 특성을 보인다. 

주요어 : 백악기, 금속광화작용, 광상생성기, 황강리, 예측 탐사 

1. 서 론 

금속광상 중에서 Au-Ag 광상은 남한 전체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반면, Cu, Pb, Zn,

Fe, W, Mo 광상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종별 광상유형은 대부분 마그

마성 열수기원의 스카른형 광상, 탄산염교대형 광상 및

맥상 광상으로 구성되며, 최근 화성 기원의 트라이아

스기~쥐라기 카보네타이트 REE 광상 및 페그마타이

트 REE 광상이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6;

Seo et al., 2016). 

중생대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고태

평양판의 섭입 양태가 북(250 Ma) ⇒ 북서(180 Ma)

⇒ 북(150 Ma) ⇒ 북북서(120 Ma) ⇒ 북서(90 Ma)

방향으로 순차적인 변화가 유도되었으며(Maruyama et

al., 1994), 특히 트라이아스기 북중국판과 남중국판의

대륙충돌 이후 유도된 고태평양판의 조구조적 진화과

정에서 다양한 화성활동과 함께 서로 상이한 금속광화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Choi et al., 2005a; Seo et

al., 2010; Seo et al., 2016; Zhai et al., 2016). 

중생대 한반도에서는 고응력장의 변화에 따라 트라

이아스기 대륙충돌과 관련된 송림조산운동 이후 빠른

융기작용 ⇒ 송림 후-충돌대형 화성활동(직각) ⇒ 쥐라

기 대보조산운동과 심부형 화성활동(직각) ⇒ 쥐라기

우수향 주향이동 연성 구조운동 ⇒ 화성활동 휴지기

⇒ 판 분리 열개(delamination)와 급격한 융기작용 ⇒

백악기 좌수향 이동단층 구조운동(사각) ⇒ 인리형 분

지 퇴적작용(사각) ⇒ 불국사 변동과 천부형 화성활동

(직각)과 같은 상이한 지질작용이 순차적으로 유도되었

다. 중생대부터 신생대 초기까지 한반도에서 지각 진

화과정은 각 지질시대에 따라 지각 내부의 온도-압력

이 서로 다른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상이한 금속광화작

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광화시기, 광상

유형 및 광종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한반도의 백악

기 광상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조구조적 특성이 반영

된 W-Mo 광상의 부존 가능성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2. 중생대 화성활동과 정치심도

최근 발표된 중생대 화강암류의 암석화학적·연대 자

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각 육괴는 지질시

대에 따라 서로 다른 조구조적 환경에서 발생된 마그마

가 유입되었으며(Jin et al., 2001; Jwa, 2004; Uchida

et al., 2012), 이러한 화성활동은 시·공간적 분포 특성

뿐만 아니라 정치 심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송림 조산운동기 동안 심부형 화

강암류와 함께 포스코라이트-카보네타이트계열 마그마

가 소규모로 관입한 이후, 쥐라기 동안 대보조산운동

에 의한 NE-SW방향의 대규모 심성암체가 광역적으로

관입하였으나(Fig. 1), 쥐라기 최후기~백악기 초기 동

안 화성활동이 휴지기 상태를 유지하였다(Sagong et

al., 2005; Zhai et al., 2016).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인

공주-음성 및 영동-광주 단층계를 따라 발달한 백악기

인리형 분지(Chough et al., 2000)인 풍암, 음성, 공주,

부여, 영동, 해남-진도 분지와 함께 경상분지와 황강리

지역을 중심으로 불국사 화성활동과 관련된 화산암-반

심성암의 천부 화강암체가 다수 산출되고 있다(Fig. 2).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는 주로 옥천변성대, 영남육

괴 및 경상분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배태 양상이 기

재되었으나(Hong and Cho, 2003; Cheong et al.,

2002), 최근 경기육괴에서도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약

230±5 Ma)가 다수 확인되었다(Choi et al,, 2009a;

Williams et al., 2009; Kim et al., 2011; Yi et al,,

2016). 경기육괴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는

주로 대륙충돌 이후에 유도된 맨틀물질의 유입으로 발

생된 알칼리 계열 화성활동이 우세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Seo et al., 2010; Seo et al., 2015; Kim et

al., 2016). 반면에, 영남육괴 및 옥천변성대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는 공통적으로 대륙주변부에서

유래한 성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Jwa, 1998), 비

교적 심부 환경인 약 2.3~3.9 kbar에서 정치되었다

(Hong, 2001). 

쥐라기 대보 화강암류는 경상분지를 제외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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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에 걸쳐서 NE-SW 방향을 따라 대규모 저반으

로 산출되며(Kim, 1971a), 중생대 화강암류 중에서 가

장 높은 산출빈도를 보이고 있다. 쥐라기 화강암체는

NW방향의 섭입(Maruyama et al., 1997)에 의한 압축

응력이 유도됨으로써 대보조산운동으로 유도되었다. 쥐

라기 화강암체는 경기육괴에서 대륙충돌형 화강암류의

지화학적 특징을 보이는 반면, 영남육괴 및 옥천변성

대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륙주변부에서 발생된 성인적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Jwa, 1998). 

대보조산운동과 관련된 화강암류는 대부분 티탄철석

계열(부분적으로 자철석계열), S형 또는 I형, 지역적 아

다카이트 조성, 칼크-알칼리형 화강암으로 조산대형 환

경의 대륙지각 하부에서 발생된 마그마(주 정치시기;

약 190~160 Ma)로 해석되며, 심부 환경에서 고결된

전형적인 조직을 보인다(Jin et al., 2001; Uchida et

al., 2012). 각섬석 지질압력계로 추정된 대보 화강암류

의 정치압력은 3.4~7.9 kbar(Cho and Kwon, 1994;

Hong, 2001; Hong and Cho, 2003)로서 심부 환경

(mesozone~katazone)에서 고결된 전형적인 산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쥐라기 페그마타이트는 백운모-

희유금속형(MSREL)에 해당되며(Kim et al., 2017),

이 페그마타이트의 정치심도는 약 5±1.0 kbar로 추정

된다(Fig. 3).

후기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는 주로 경상분지 및

옥천변성대 황강리 지역에서 반심성암 복합암체로 산

출되며, 경기육괴 및 영남육괴에서는 인리형 소분지를

Fig. 1. Simplified geologic map of south Korea,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major post-collisional granitoids and mineral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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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소규모 암주 또는 암맥으로 배태되고 낮은

산출빈도를 보이고 있다(Fig. 2). 이러한 화강암류는 대

부분 자철석계열, I형, 칼크-알칼리형 화강암으로 지역

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화도를 보이며, 섭입된 해양지

각의 상부 맨틀 웨지(mantle wedge)에서 발생된 후-

조산대형(post-orogenic) 심부 마그마(약 115~45 Ma)

로 해석되고 있다(Uchida et al., 2012). 불국사 화강

암류는 반상, 정동, 미문상 조직을 갖는 반심성암체의

전형적인 산상을 보이며(Fig. 3), 화강암류의 각섬석 지

질압력계 정치압력은 <2.8 kbar로 추정되어 천부 환

경(epizone)을 지시한다(Cho and Kwon, 1994; Hong

and Cho, 2003).

3. 금속광상과 광화유체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는 금속광화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비생산성 화성활동으로 간주되었으나(Jin et al.,

2001), 최근 후-충돌대형 화성활동과 관련된 금속광상

이 일부 확인되었다(Seo et al., 2015; Kim et al.,

2016). 따라서 중생대 금속광화작용은 주로 후기 트라

이아스기(에피소드 I), 중기 쥐라기~후기 쥐라기(에피

소드 II), 후기 백악기~제삼기(에피소드 III)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며(Fig. 4), 이는 각 지질시대별 화성활동의

연대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Fig. 4). 중생대 금속

광상은 트라이아스기~쥐라기 희유금속광상과 금광상

Fig. 2. Simplified geologic map of south Korea,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Cretaceous post-orogenic granitoids,

volcanic rocks, sedimentary rock and epithemal Au-Ag deposits. The Cretaceous Au-Ag deposits tend to occur within or

adjacent to the Cretaceous pull-apart basins developed by left-lateral strike-slip NE-NNE-trending fault systems such as the

Gongju-Eumseong and Yeongdong-Gwangju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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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후기 백악기 광상으로 보고되

었다(Choi and Pak, 2007). 

경기육괴에서 최근 보고된 후-충돌대형 광상 유형은

IOA(Iron Oxide-Apatite)형 양양 철 광상과 카보네타

이트형 홍천-용화 Fe-REE-Nb 광상이다. 광화시기는

양양 광상이 216~212 Ma(Seo et al., 2015), 홍천

Fig. 3. A. Schematic pressure and temperature fields, abyssal (AB); muscovite (MS); muscovite–rare-element (MSREL);

rare-element (REL); and miarolitic (MI) classes. Photographs showing the Jurassic Gimhwa pegmatite (B) and the

Cretaceous miarolitic Sokrisan granite (C).

Fig. 4. Summar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gmatism, metallic mineralization, metamorphism and sedimentation in

South Korea and mode of the Paleo-Pacific Plate during the Late Paleozoic and Mesozoic. Data compiled from Maruyama et

al. (1997), Choi et al. (2006) and O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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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네타이트 광상이 233~227 Ma(Kim et al., 2016),

용화 포스코라이트-카보네타이트 광상이 195~193

Ma(Seo et al., 2016)로 각각 보고되었다. 이는 트라

이아스기 초기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의 충돌 이후 섭

입된 판의 분리 과정에서 유입된 더운 맨틀 물질로부

터 발생된 과알칼리계열(ultrapotassic) 마그마로부터 유

도된 광화작용을 시사하고 있다(Seo et al., 2016).

조산대형 금속광화작용은 초기 쥐라기~중기 쥐라기

(190~160 Ma)기간 동안 대규모 심부 화강암체의 관입

에 따라 조산대형 중열수성 금광상과 백운모형 페그마타

이트 희유금속 광상이 국지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조산

대형 광상의 광화유체는 심부형 관입암체로부터 공급

된 마그마수와 변성수의 조성 특징을 보인다(Fig. 5A).

주 광화시기는 약 165~145 Ma로서 후기 쥐라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저반형 금광상과 전단대형 금

광상으로 구분된다(Choi et al., 2005a). 이는 심부에서

정치된 화성암체의 느린 냉각과정을 통하여 장기간 상

대적으로 높은 온도구배가 유도됨으로써 열적 요인과

중기 쥐라기 우수향 호남전단대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심부형 구조운동과 연계되었으며, 이는 지표수 유입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전단대를 중심으로 광화유체의 유

동성이 좌우되었다. 또한, 쥐라기 중석-휘수연석 광상

은 스카른형, 페그마타이트형, 그라이센형 광상으로 국

지적인 산출 양상을 보이며, 동명, 가리산, 남양, 봉우

재, 장수, 관악 광산이 있다(Shimazaki et al., 1987;

Park et al., 1988a).

한편, 전기 백악기 Au광상(약 135~125 Ma)은 주

로 천안지역(남창)과 청양지역(구봉, 대봉, 삼광, 남산)

을 중심으로 배태되며, 대보조산운동 이후 급격한 융

기작용에 따라 진화된 순환수가 유입되어 마그마수 및

변성수가 혼합된 조성 특징을 보인다(So and Shelton,

1987; Yoo et al., 2006). 이러한 광화유체는 전반적으

로 쥐라기 Au광상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Fig. 5B), 마그마 휴지기와 생성연대가 일치하고 있어

근원물질의 기원과 함께 마그마수의 존재 유무가 불확

실하다. 이러한 전기 백악기 Au광상은 산동지역의 지

각 박리작용(delamination)에서 맨틀물질의 유입으로부

터 생성된 Au광상과 동일한 광화시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성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불국사 변동과 관련된 화강암류는 대부분 자철석계

열, 칼크-알칼리형 화강암으로 후-조산대형 환경에서 발

생된 마그마가 천부에서 정치되어 반심성암 복합암체

로 산출된다. 이러한 후기 백악기~제3기 천부 화성활

동과 연계된 금속광화작용은 약 113~45 Ma(주 광화

기: 약 100~60 Ma)이다. 경기 및 영남육괴에서 금속

광화작용은 공주-음성 단층계와 영동-광주 단층계 및

Fig. 5. A. δDwater and δ18Owater values of fluids derived from analyses of fluid inclusion in the Jurassic and early Cretaceous

Au-Ag vein deposits. B. δDwater and δ18Owater values of fluids derived from analyses of fluid inclusion in the late Cretaceous

Au-Ag vein deposits from the Cretaceous sedimentary basins and the Taebae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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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분지 외곽부를 따라 주로 천열수성~중열수성 금-

은 맥상 광상(Fig. 2) 또는 중열수성 비철금속 맥상 광

상으로 배태되지만, 옥천 지향사대, 태백산 분지 및 경

상 분지에서는 맥상 광상, 탄산염교대형 광상, 스카른

형 광상, 반암형 광상, 각력파이프형 광상, 칼린형 광

상과 같이 다양한 광상 유형으로 산출되고 있다(Choi

et al., 2006b). 황강리 광화대에서는 암주상 수산 및

무암사 화강암체의 인접부를 따라 국지적 지열수계가

생성되어 두 화강암체사이에 다금속 광화작용이 유도

되었으며, 이는 근지성-점이성-원지성 광상 유형의 대

상 분포 특징을 보인다(Reedman et al., 1973). 

후기 백악기 광화작용은 전기 백악기 좌수향 주향이

동 단층의 발달과정에서 생성된 인리형 분지의 N-S방

향 인장성 약선대를 따라 유입된 지표 순환수와 천부

화성암체로부터 공급된 마그마수가 혼합 정도에 따라

광화유체의 상이한 조성 변화를 보인다(Fig. 5B). 또한

경상분지에서는 천부 화성암체를 중심으로 단기간 동

안 높은 온도구배가 유지되지만(Choi and Pak, 2007),

화성암체의 빠른 냉각과정에서 유도된 열적 변화에 기

인하여 지역에 따라 마그마수와 지표수가 혼합된 광화

유체의 다양한 조성 변화를 보인다(Fig. 6). 

Fig. 6. A. δDwater and δ18Owater values of fluids derived from analyses of fluid inclusion in the late Cretaceous base-metal,

precious-metal, ferrous and ferroalloy-metal deposits in the Seongju, Geochang, Habcheon, Haman-Gunbuk, Goseong,

Changweon, Geoje, Namhae, Milyang-Cheongdo, Busan and Gampo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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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두 광체의 부존 가능성

중생대에서 신생대에 걸쳐서 생성된 156개 금속광상

의 생성환경과 송림, 대보 및 불국사 관계화성암을 연

계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천부형 또는 심부형

광상유형의 존재유무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및 백악

기 화강암체별 정치 심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Fig.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심부에서

정치된 트라이아스기 및 쥐라기 화강암체와 비교하여

천부 환경에서 정치된 백악기 화강암체의 인접부에서

는 광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금속광상의 높은 부존 상

태를 시사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양양 IOA형 광상과 홍천 및 용화 카

보네타이트형 광상은 주로 전단대를 중심으로 배태되

며(Seo et al., 2015; Seo et al., 2016), 광화심도는

전반적으로 주변암의 산상에서 파쇄암 단계의 깊이로

추정된다. 이는 후-충돌대형 화강암류와 거의 동일한

심부형(mesozone) 심도를 시사한다. 

한편 대보조산운동과 관련된 광상유형은 경기ㆍ영남

육괴의 선캄브리아이언 중압형 변성암류를 기반암으로

하여 후기 쥐라기 페그마타이트 광상(철원, 무주 지역),

조산대형 맥상 Au광상 및 그라이센형 W-Mo광상(가리

산, 장수 광산 등)이 배태되고 있다(Fig. 7). 철원 페그

마타이트는 S형, 복운모 화강암체에 배태되며(Kim et al.,

2017), 중압형 (바로비안형) 변성작용에서 나타나는 백운

모-희유금속형 페그마타이트(MSREL)(약 4.0∼5.5 kbar)

와 동일한 광물상을 보인다(Cerny and Ercit, 2005).

현재 한반도는 쥐라기 화강암체인 저반이 전국적으로

노출된 상태이므로 쥐라기 암주형 관입암체의 상부에

서 형성된 광상 유형은 거의 대부분 침식 제거되었다

고 사료된다.

한편, 경기육괴에서 조산대형 맥상 금-단일형 광상은

대보화강암체의 저반 인접부를 따라 일부 페그마타이

트와 함께 저반형 맥상 금-단일형 광상으로 배태되며,

영남육괴에서는 주로 호남전단대의 이차ㆍ삼차 구조선

을 따라 전단대형 금-단일형 광상이 산출된다(Choi et

al., 2005a). 또한, 쥐라기 Mo광상인 장수광상은 티탄철

석 계열, S형 육십령 화강암체인 복운모 화강암을 모

암으로 배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쥐라기 금속광상에

서는 심부 환경에서 생성된 광상 유형만이 국지적으로

확인되지만, 천부형 열수계에 해당되는 비철금속 광상

유형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Fig. 7). 그리고 전기 백

악기 금속광상은 주로 천안-청양 지역의 Au광상으로

국지적인 배태 양상만을 보이며, 타 광종은 보고된 바

없다(Fig. 7).

백악기 금속광상별 수반 금속종, 관계 화성암의 지

화학적 특성 및 생산성 지표 및 광화작용의 생성환경

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Fig. 7), 후기 백악기(약

100 Ma) 이후에 형성된 금속광화작용은 철, 귀금속,

비철금속 및 철합금 등 다양한 금속 종이 수반되고 있

으며, 트라이아스기 광상 또는 쥐라기 광상과 비교하

여 높은 부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쥐라기와 백악기

금속광상에 대한 산출빈도의 차별성은 대보조산운동 이

후 후기 백악기 이전(약 100 Ma)까지 빠른 침식/융기

작용을 시사하며, 쥐라기 금속광상 중 천부형 광상유

형은 삭박작용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어 잠두 광체의

부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을 시사한다.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에서는 주로 공주-음성 단층계

와 영동-광주 단층계를 따라 원지성 금-은 및 비철금속

맥상 광상이 배태되지만, 태백산지역은 소규모 암주상

Fig. 7. Age frequency of Au-Ag, Cu-Pb-Zn-Sn and Fe-W-

Mo-REE deposits in South Korea, and mode of the Paleo-

Pacific Plate during the Mesozoic and Cenoz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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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체를 중심으로 서로 상이한 금속종이 근지성 스

카른~점이성 탄산염교대 광상으로 분포하고 있다(Choi

et al., 2009). 황강리지역과 경상분지에서는 천부 화강

암체의 인접부를 따라 국지적 지열수계가 비교적 광범

위하게 형성되어 근지성-점이성-원지성 광상 유형이 다

양하게 배태되며, 공간적 측면에서 금속종이 분대를 이

루며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다(Choi et al., 2011). 이

러한 광종별 분대의 분포양상은 주변암의 층서-구조적

규제 특성에서 유도된 개방계 환경의 존재유무와 함께

천부 화강암체로부터 공급된 광화유체가 온도감소에 따

Fig. 8. A. Mechanisms for metal zonations in hydrothermal systems (Corbett and Leach, 1998) with the base-metal and

precious-metal deposits in the Gyeongsang Basin. B. The evolution path of fluids in the low to intermediate-sulfidation

porphyry-related vein deposits in the Gyeongsang Basin (Einaud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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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순차적 진화 특성으로 해석된다(Fig. 8). 이는 대륙

호의 천부 화강암체에 배태되는 근지성-점이성-원지성

광상 유형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금속 분대가 전반적

으로 일치하며, 중간황형(intermediate sulfidation)~저

황형(low sulfidation) 열수에서 나타나는 금속 종의 전

형적인 진화 특성을 지시한다(Fig. 8).

 

5. 토 의

한반도에서 중생대 금속광상은 상대적으로 심부에서

정치된 트라이아스기 및 쥐라기 화강암체와 비교하여

천부 환경에서 정치된 백악기 화강암체의 인접부가 금

속광상의 높은 부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Choi et

al., 2011).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

생대의 주요 광상 유형은 마그마성 열수기원의 근지성

스카른형 또는 점이성 탄산염교대형 광상 및 중열수

맥상 광상이 전국적으로 국지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Choi et al., 2006a; Choi and Pak, 2007). 또

한 국내에서 대표적인 개발 대상 광종은 주로 W-Mo-

Pb-Zn-Au-Ag-Cu이며, 대부분 금속광상은 고태평양판의

대륙형 섭입과정에서 발생된 백악기 천부 화성암체가

주로 관계화성암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광종이 수

반되는 광상유형은 마그마 기원의 고온성~중온성 열

수와 관련된 스카른형-탄산염 교대형-중열수성 맥상 광

상(Lee et al., 2003; Choi et al., 2009) 그리고 주

향이동단층-인리형 분지와 연계된 저유황형 천열수성

금-은 혼합형 광상이다(Pak et al., 2004; Choi et al.,

2005b).

중부 지역은 저반형 속리산(94~88.0Ma)과 월악산

(91~88.0Ma) 화강암체 그리고 암주형 무암사(91.0~

88.1Ma)-수산(89.0Ma) 화강암체 그리고 잠두형 상동

화강암(88.0Ma)이 분포하며(Lee et al., 2010; Zhai

et al., 2016), 이러한 동일 시기의 화강암체는 지화학

적 측면에서도 동일 기원의 마그마 특징을 보인다(Lee

et al., 2018). W-Mo-F 금속광상은 충주 대화-황강리-

태백산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후기 백

악기 대화, 금성, 중보, 상동 W-Mo 광상(약 96∼85

Ma)은 소규모 백악기 암주상 화강암체를 중심으로 밀

집된 분포 양상을 보인다(Reedman et al., 1973; So

et al., 1983; Shelton et al., 1987). 

한편 황강리 광화대에서는 무암사-수산-월악산 화강

암체를 따라 다양한 광종이 수반되는 다금속 광화작용

의 특징을 보이지만, 암주상 생산성 화강암체를 중심

으로 금속종의 배태양상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무

암사 화강암체를 중심으로 서측 지역은 고온성 근지성

광상인 W-Mo-F 광상이 밀집 분포하며(Fig. 9), 상대적

으로 서측 원거리 지역에서는 중온성 비철금속 광상으

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동측 지역은 거의 금

속 광상이 분포하지 않은 부재 양상을 보인다. 생산성

화강암인 무암사 화강암체는 지구물리 자료에서 제천

화강암에 비하여 북쪽으로 심부 연장이 확장되고 있으

며(Shin et al., 2014). 높은 생산성 화강암체의 동-서

접촉부에서 비대칭적인 광상 분포 양상은 광상의 부존

가능성에서 미해결된 과제이다. 즉, 무암사 화강암체의

북동부 지역은 지표에서 금수산 규암과 접촉하고 있지

만 층서적으로 하부에 석회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지

성 잠두 광체의 부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정

밀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반도에서 중생대 기존 광상구는 광화시기와 함께

성인적 환경 특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분포지역

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나, 쥐라기와 백악기의 금속광

화작용은 광화심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있어 서로

다른 광상 유형으로 분류된다(Choi et al., 2005a). 국

내 중생대 광상은 광화작용의 산상과 함께 생성환경을

반영하여 심부 조산대형 광상과 천부 천열수성~중열

수성 광상으로 구분하고 각 광상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탐사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암형 열수계

는 유용금속을 공급하는 근원암, 광화유체, 이동통로

및 최종적으로 농집 환경이 광상생성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생산성 화강암체의 정치 심

도(심부-천부)와 노출면적(암주-저반), 마그마수의 기여

도와 반응성(휘발성분 유형), 주변암의 수-암 반응 유

무 및 층서/구조 규제(광화유체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금속광상의 잔존 가능성은 후기 백악

기 이후 정치된 암주상 천부 화강암체를 중심으로 집

중되고 있다. 

초대형 광상인 상동 광상은 산화형 스카른(Kwak,

1987), 중간 환원형 스카른(Newberry, 1983) 및 환원

형 스카른(Einaudi et al., 1981) 광상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상동광상의 스카른은 W/

Sn-Sn/Mo 상관도에서 환원형 W 스카른 광상 또는

W-F형 스카른 광상으로 분류된다(Kang et al., 2018).

한편 상동 스카른의 진화과정은 석류석-단사휘석 조성

을 기준으로 초기 전진 스카른은 산화형 스카른을 지

시하지만, 중기 전진 스카른에서 점차 환원형 스카른

으로 변화되었다(Kang et al., 2018). 또한 규회석-단

사휘석-석류석대, 각섬석-운모대 그리고 중앙부에서 백

운모-석영대에서 형석의 높은 산출빈도는 불소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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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공급한 그라이센형 광화유체를 지시하고 있다.

상동 광상에서 초대형 W-Mo 금속작용을 유도한 핵

심인자는 근원암과 광화유체, 이동통로 및 비반응성-반

응성 암석 구성 요소이다. 상동광상은 그라이센화작용

을 유도한 하부 잠두 화강암체로부터 다량 불소를 함

유한 산성 광화유체가 광체 중앙부의 이동통로로 추정

되는 N-S 약선대를 따라 수차례 반복 유입되었으며

(Fig. 10), 묘봉층에 협재된 이질암-석회암은 덮개암과

저류암의 핵심적 층준 규제 인자로 각각 작용하였다.

한편, 상동 광상에서는 하부 잠두 화성암체의 그라이

센화작용과 묘봉층과 대기층의 스카른화작용 이후에 방

출된 잔류 열수는 상부로 이동되었으며, 대기층 상부

Fig. 9. Simplified geologic map of central south Korea,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Cretaceous post-orogenic granitoids

with diverse metal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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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준의 석회암은 백색화작용/재결정화작용이 유도됨으

로써 광범위하게 백색도가 높은 고품위 석회석(오미아

광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상동 스카른형 광상에서는 교대반응에 민감한 반응

성 암석 유형과 함께 수-암반응이 장기간 유도되는 층

준 규제의 지질특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암·층서적으로 상부 이질암층과 하부

석회암층이 서로 협재된 묘봉층과 대기층은 스카른화

작용과 함께 광화작용이 효율적으로 유도되는 핵심 요

소이다. 특히 잠두 스카른 광상에서 근원물질을 공급

하는 잠두 생산성 화성암체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열변성-변질 작용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여 정

밀탐사를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백악기 금속광상은 귀금속, 비철금속, 철, 철합금 및

희유금속 등 다양한 금속종이 수반되는 산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금속광상 유형은 주로 마그마성 열수

기원의 스카른형 광상, 탄산염교대형 광상과 열극충진

형 맥상광상으로 대표되며, 관계 화성암의 공간적 근

접성과 침식 정도에 따라 근지성 광상에서 원지성 광

상이 다양한 산출 양상을 보인다. 

Au-Ag 광화작용은 주로 공주-음성 단층계와 영동-광

주 단층계 및 경상분지의 외곽부를 따라 인리형 분지

의 형성과정에서 유도된 남-북 방향의 열개형 균열대

를 충진한 주로 천열수성(금왕, 무극, 금봉, 은산, 모이

산 등)~중열수성(임천) 맥상 금-은 광상, 맥상 은 광상

(월유, 전주일) 또는 맥상 비철금속 광상(백운, 동명)으

로 배태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태백산분지, 옥천대 및

경상분지에서는 스카른형(상동, 신예미, 제1연화, 가곡,

NMC-몰랜드(구 금성), 울산), 탄산염교대형(장군, 제1

연화 태백광체, 금풍), 열수충진형(동원, 구룡, 제일군북),

반암형(금령, 동점, 연일), 각력 파이프형(일광), 칼린형

(백전) 광상과 같은 광상 유형에서 다양한 금속종이 수

반되고 있다. Fe-Cu-Zn-Pb-Au-Ag 금속사이의 양적 차

별성은 근원암의 지화학적 차별성과 함께 열수 진화도

에 따른 공간적 근접성에 기인하며, 특히 W-Mo 광화

작용(상동, 청양, 대화, 산내, 경창, 황강리 지역 광상)

은 그라이센형 열수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Fe-Zn-Pb-Au-Ag의 생산성 관계 화강암은 근원암의

진화된 지화학적 분화 지표를 지시하며, 중간황형

(intermediate sulfidation)~저황형(low sulfidation) 열

수의 진화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W-Mo의 생

산성 관계화강암은 전반적으로 매우 진화된 분화 지표

와 함께 F-활동도가 높은 근원암으로부터 공급된 열수

작용을 지시한다. 따라서 향후 마그마성 열수 광상의

잠두 광체 탐사에서는 천부 지질 환경에서 진화된 관

계 화강암의 분화도 특성과 중간황형 마그마 열수 기

원의 공간적 근접성을 고려한 탐사 방향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ig. 10. A. Simplified geological cross-section in the Sangdong W-Mo skarn deposit, showing the metal distribution of

lithostratigraphic-structural control. B. Evolutional trend of F-rich hydrothermal fluids derived from related granit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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