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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멕시코는 세계적인 원유 및 은, 철 등 각종 광물자

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다. 아연과 몰리브덴,

흑연 생산량은 각각 세계 10위 안에 속하며, 은, 창연,

천청석, 비소, 카드뮴, 안티모니, 연, 중정석 생산량은

각각 세계 5위권에 들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국제광물가격이 낮아 멕시코 광산업 또한

주춤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동, 은, 아연, 철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 광업은 성장세

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

히, 캐나다는 멕시코 광업 분야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KOMIS, 2011). 멕시코의 대표적인

광업 회사로는 Industrias Penoles SA de CV와

Grupo Mexico, Empresas Frisco de CV가 있으며,

Industrias Penoles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회사이다.

멕시코는 1990년대 초부터 광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을 통해 다수의 외국기업들을 유치했다. 탐

사권 존속 기간은 6년으로 추가 연장할 수 없으며, 개

발권 존속 기간은 50년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멕시

코의 광업투자는 2008년 36억 5600만달러에서 2009년

2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26%가 감소했으며, 금속

광물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약 105억 달러를 기록했

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멕시코의 광업투자

규모는 76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

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하캘리포니아주 Grupo

Mexico의 El Arc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동과

금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17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 지역은 2012년부터 동과

금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0만

톤의 동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

는 총 600개의 광업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었으나, 이

중 몇몇의 광상만이 생산을 시작했다(KOTRA, 2010).

본 해설은 멕시코의 미초아칸주 지질-자원 정보 해

석을 통한 광화대 부존지 예측 및 유망광화대 선정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Fig. 1).

*Corresponding author: chheo@kigam.re.kr

Fig. 1. Location map of Michoacan state in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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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질

멕시코 미초아칸(Michoacan)주의 지질은 변성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중생대 퇴적암 및 신생대 관입 및

분출화성암이 분포한다. 미초아칸주의 남서쪽과 북동쪽

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중생대 변성복합체가

발달한다. 중생대 암석은 해양쇄설성 퇴적암이 대부분

을 차지하며 기저부에는 초기 쥬라기 안가오(Angao)층

이 위치하고 있다. 백악기 관입 및 분출암은 미초아칸

주의 동쪽과 남서쪽에 분포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해

성퇴적암이 발달하며 이는 산 루카스(San Lucas), 모

렐로스(Morelos) 및 말 파소(Mal Paso)층에 해당한다.

제3기에는 발사스(Balsas)층군에 해당하는 화산각력암

및 용암류, 중성에서 산성의 다양한 조성을 보이는 관

입암등이 분포한다. 대륙성 퇴적층서가 발달했으며, 제

4기에는 산록완사면에 호성퇴적물 및 충적 퇴적물이 분

포하며 현무암과 같은 분출암이 신화산(Neovolcanic)

고원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체구조

적 관점으로 보면, 미초아칸주에는 시에라 마드레 수

르(Sierra Madre del Sur)와 신화산 고원같은 분명하고

특별한 특징을 지닌 거대한 구조구가 존재한다(Fig. 2).

2.1. 고생대

미초아칸의 최고기 암석은 미초아칸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툼비스카티오(Tumbiscatio)와 아르테

아가(Arteaga) 사이에 있다. 이들은 툼비스카티오-아르

테아가 복합체로 변성받은 화산-퇴적 층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정의는 되지 않고 있다. 곳에 따라 이루

어진 방사성 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페름기에서 트라

이아스기 까지의 연대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 중생대

중생대 변성 화산-퇴적층서, 해양성 퇴적암 및 화산-

퇴적층은 미초아칸주의 남서쪽, 동쪽 및 남동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자연지리학적으로, 이들은 시에라 마드레

수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남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쥬라기 상부와 백악기 암석들은 부정

합적으로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암석을 피복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변성 화산-퇴적층(TRMet); 미초아칸주

의 남동쪽에는 트라이아스기 변성 화산-퇴적층은 아르

테가 편암과 바랄레스(Varales)층의 두 개의 본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툼비스카티오(Tumbiscatio)-아르테아가

(Arteaga) 복합체에 속한다(Centeno Garcia et al.,

1992). 또, 이 복합체는 엘 아히자데로(El Ahijadero)와

툼비스카티오-아르테아가 지역 근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툼비스카티오-아르테아가 복합체는 녹색편암상정

도의 변성을 받았으며 이토질이 풍부한 해저 화산암,

셰일, 세립질 사암, 잡사암, 플린트, 베개용암, 응회암,

화강암체, 엽리상 섬록암과 교호하고 있는 박층의 석

회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성 퇴적물층은 발라레스

층으로 명명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연장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트라이아스기 방산충 화석이 발견된다(Campa

et al., 1982).

엘 아히하데로 지역에서는 녹니석과 운모질 편암이

협재되어 나타나며, 부딘구조를 보이며 분결된

(segregated) 석영으로 구성된 렌즈상 암체를 포함하는

편암 및 천매암이 수반되어 나타난다. 아르테가에서 북

서쪽에 있는 로스 뽀조스(Los Pozos)지역에서는, 탄산

염질 편암이 협재되어 있는 흑운모, 견운모 및 녹니석

편암이 노출되어 있다.

상부 쥬라기 변성 화산-퇴적층(Jmet); 상부 쥬라기

화산-퇴적암은 천매암, 슬레이트, 석회암, 용암, 집괴암,

안산암질 응회암 및 렌즈상 변성유문암질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변성정도는 저변성도에서 중변성도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원조직과 층상구조가 잘 보

존되어 있다.

상기한 층서는 미초아칸주의 동쪽인 치치오(Tzitzio)

와 엘 리몬 데 빠빠친간(El Limon de Papatzingan)

사이에 노출되어 있으며 치치오-우에따모(Tzitzio-

Huetamo) 배사구조의 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층은

지타꾸아로(Zitacuaro), 까라꾸아로(Caracuaro), 및 산디

에고 꾸루꾸빠세오(San Diego Curucupaceo)에서도 부

분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뜰로라빤-익스따빠(Telolapan-

Ixtapa) 지체구조층서 암층을 지닌 거대층서와 대비될

수 있으며, 암층의 연대는 상부 쥬라기에서 하부 백악

기로 추정되고 있으며(Fig. 2), Pasquare 등(1991)은

빠땀바로(Patambaro) 플리쉬(flysch)로 명명하고 있다.

상부 쥬라기 해양성 암층(Js); 상부 쥬라기 해성퇴적

암은 미초아칸주에서는 드물게 분포하며, 산루카스근처

남동쪽, 쎄로 돌로레스(Cerro Dolores)의 동측 및 꼬

알꼬만(Coalcoman)근처의 남서쪽에 노출되어 있다. 암

석학적으로, 이 층은 일련의 해양성 쇄설암으로 동정

되며, 셰일, 사암 및 황색, 녹색, 적색 및 갈색 역암으

로 구성된다(안가오(Angao)층). 이 암석층에는 하부 백

악기 소량의 용암, 응회암 및 산점상 플린트 렌즈가

소량 협재되기도 한다. 특징적으로 역질암은 석회암 자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지질 및 광물자원 51

갈, 편암편, 화성암립 및 화석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층은 강하게 습곡을 받았으며 층후는 대략 400 m인

것으로 추정된다(Pantoja Alor, 1959).

생층서 및 암석, 고생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층은 하부조간대상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멕

시코 북동부의 게레로주의 아까우이소뜰라(Acahuixotla)

층과 라 까시따(La Casita)층에 대비된다.

쁠라야 아줄(Playa Azul) 서쪽의 화산-퇴적암층에서

는 쥬라기 후기 내지 백악기 초기의 공룡 발자국이 발

견되고 있어 해성환경에서 육성환경으로 전이되는 특

징을 보인다(Ferrusquia Villafranca et al., 1978). 쁠

라이따스(Playitas)층으로 명명되는 이 층은 실트암, 사

암 및 적색 역암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회암

및 안산암질 용암류가 협재되어 있다. 이 암석들은 천

해 간조대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부백악기 해양성 암층(Kim); 하부 백악기 해양성

암층은 미초아칸주의 남동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층들은 화산암층들이 산점상으로 협재되며 다양한 유

형의쇄설암과 석회암들로 구성되는 하부 백악기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악기의 가장 오래된 층은 산 루카스층으로 하부

산 루카스, 꼼부린디오(Comburindio) 석회암 및 상부

산 루카스층으로 구분된다(Salazar Mandujano, 1974).

Fig. 2. General geologic columna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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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산루카스층은 특히 우에따모(Huetano)와 춤비따

로(Chumbitaro)사이에서 넓게 분포하며 안가오층과 평

행부정합을 보이면서 셰일, 역암, 응회암, 사암 및 입

상 석회암, 석회사암이 주기적인 순서로 퇴적되어 있다.

이들 층의 색은 황색에서 적색을 띠지만 부분적으로

환원환경을 지시하는 암색을 띠기도 한다. 탄산염암층

은 때때로 식물과 무척추동물 화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층의 조직은 암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세립질 쇄설성 물질에 의해 형성된다. 이 층은

산 루카스 마을 근처에 약 700 m의 층후를 보인다.

우에따모서쪽에는 하부 산 루까스층과 정합적인 관

계를 보이는 석회암 노두가 확인되며 인근 꼼부린디오

마을에서는 약 400 m의 층후를 보인다(Pantoja Alor,

1959). 이 탄산염질암층은 꼼부린디오 석회암으로 명명되

며 모렐로스(Morelos)층으로 알려진 상부 알비아세 탄산

염질암층과 외형에서 분화되어 있다. 층후가 90 m에 이

르는 상부 산 루까스층은 사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며,

모렐로스와 게레로(Guerrero)주에 노출되어 있는 아꾸

이뜰라빤(Acuitelapan)과 소치깔꼬(Xochicalco)층에 대

비될 수 있다. 또, 이 지역에서의 최근의 암석층서학적,

고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산 루까스층은 몬떼 그란데

(Monte Grande)와 엘 까혼(El Cajon)의 두 개 층군으

로 나뉘어진다(Ortiz Hernandez and Lapierre, 1991).

훈가뻬오(Jungapeo) 주변에 분포하는 모렐로스층은

말파소 향사의 서측부를 구성하며 쎄로 돌로레스(Cerro

Dolores)의 상부인 우에따모 층의 석회암과 백운암 대

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이 층은 석회암, 백운암, 석회

사암, 석회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렐로스층

의 층후는 350 m에서 500 m 이다. 고생물학적 증거

와 암석학적 특징에 따르면, 이 층은 알비아세와 일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초아칸주 남동쪽에 발달

하는 모든 백악기 후기 해양성 암층은 부분적으로 우

에따모-꾸짜말라(Cutzamala) 지체구조층서학적 암층과

일치한다(Campa et al., 1981).

하부 백악기 화산-퇴적암(Kiv); 미초아칸(Costa de

Michoacan)지역의 남동쪽에는변성암복합체를 부정합으

로 피복하고 있는 꼬스따 데 화산-퇴적암들이 관찰된다.

미 초아칸주의 남서쪽에는 지와타네오(Zihuatanejo)-꼬알

꼬만(Coalcoman) 층군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실트암층,

화산역암 및 석회암층, 그리고 이에 협재된 해저 안산

암질 화산암, 베개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서쪽

에는 부분적으로 뜨깔리띠안(Tecalitian)층으로 알려진

화산-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꼴리마(Colima)

와 할리스꼬(Jalisco)까지 연장되어 있다(Rodriguez,

1980). 미초아칸 지역에서는 세꼬(Arroyo Seco), 아르

떼아가(Artega)에서 확인되며 뜨빨까떼뻭(Tepalcatepec)

의 서쪽으로는 층후가 1500 m에 이른다. 본 층서는

화산 쇄설상으로부터 사질-점토질 쇄설물을 수반한 화

산-퇴적상까지 다양하게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이 층

은 안산암류와 실트암 및 셰일이 산점상으로 협재되어

있는 응회암,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귈리야(Aguililla)같은 지역에서는 뜨깔리띠안층에

해당하는 석회암이 협재된 응회암층들이 노출되어 있

으며, 비야 빅토리아(Villa Victoria)지역에서는 층후가

약 1000 m에 이른다. 이 층에는 마드리드(Madrid)층

으로 불리는 석회질-점토질층이 부존하기도 한다

(Sanchez, 1983).

하부 백악기의 화산-퇴적암의 정상부는 뜨빨까떼벡

층으로 명명되며(Pimentel Reyes, 1979), 이 층은 주

로 미초아칸주의 남서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층은 안

산암질 응회암 및 화산 각력암으로 구성된 두꺼운 층

과 교호하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로 가면

서, 박층의 셰일 및 암적색 실트암이 발달하며 세립

내지 중립질 사암과 교호하고 석회암, 역암, 화성암 등

이 소규모로 발달한다. 이 층에 대해서는, 지표상에서

2,000 m 가까운 층후가 측정되었다. 이 층은 모렐로스,

따마우리빠스(Tamaulipas), 이달고(Hidalgo) 및 베라크

루즈(Veracruz)주들에서 노출되어 있는 모렐로스, 상부

따마우리빠스, 꾸에스따 델 꾸라(Cuesta del Cura)층들

과 대비될 수 있다.

상부 백악기 해양성 암층(Ks); 상부 백악기 해양성

암층은 미초아칸주의 남동쪽에만 노출되어 있다. 말 파

소층으로 명명되는 이 층은 해양성 쇄설암으로 석회암

자갈이 수반된 석회사암, 석회력석회암, 이회암, 석회

암 및 역암으로 구성된다(Pantoja Alor, 1959). 이들

퇴적암은 다양한 암상과 조직을 가지며, 주로 황회색

및 황토색을 보인다. 뿌에르또 데 말 파소(Puerto de

Mal Paso)가 표식지이며, 실트암 및 사암으로 구성된

층이 노출되어 있다. 이들과 같은 층이 춤비타로에 노

출되어 있으나 상변이 때문에 치밀한 세립 내지 중립

질 석회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북서 주향과

남서 경사를 보인다. 춤비타로 서쪽에 있는 말 파소

향사 날개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층의 두께는 약 450 m

이다. 암상으로 보면, 말파소 쇄설암은 대부분 모렐로

스층 및 기타 오래된 층들을 구성하는 암석들로부터

유래한 것처럼 보이며, 퇴적환경은 연안, 석호 또는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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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추정된다(Ortiz Hernandez and Lapierre, 1991).

상부 백악기 대륙기원 화산암(Ksc); 상부 백악기 대

륙기원 화산암은 미초아칸주의 남쪽과 해안지대의 지

체구조-층서 암층을 구성하는 지배적으로 화산성인 암

석들이다. 그 분포는 다소 불규칙하며 미초아칸 남서

부 화산-퇴적층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층들은 잠재적

인 안산암, 용결응회암층 및 다양한 화산쇄설암으로 구

성되며 주로 적색을 띤다.

2.3. 신생대(T)

미초아칸주는 주로 신생대 대륙성 쇄설암, 관입 및

분출 화성암, 화산암이 발달한다. 이 층들은 중생대층

들을 피복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상부에 제4기

호성 충적 및 현무암질 퇴적층이 발달하기도 한다.

제3기 대륙성 퇴적암(Tscg); 제3기 대륙성 쇄설퇴적

암은 주로 미초아칸주의 남동쪽을 향해 노출되어 있으

며 남서쪽으로 연장된다. 이 층은 발사스(Balsas)층군

으로 명명되며, 모래와 실트로 구성된 세립질 기질내

석회암, 플린트 및 사암편을 지닌 적색 역암으로부터

석회암, 적색 실트암 및 점토와 교호하는 조립내지 세

립질 화산암편으로 구성된 역암까지 매우 다양한 암상

과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 부분적으로 50 cm 정도의

얇은 망토내 응회암 및 세립질 응회암질 모래로 구성

된 층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몰라세 시기의 대륙성 퇴

적물의 층후는 꽤 다양하나, 평균 층후는 500 m이며,

표식지는 우에따모 남쪽에 위치한다.

제3기 중-상부 화산암(분출암)(Tv); 이 층은 미초아

칸주의 북동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따페딴

(Tafetan), 치치오(Tzitzio), 모렐로스, 밀 꿈브레스(Mil

Cumbres) 및 안간구에오(Angangueo)지역에서 형성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층은 발사스층군과 부정합적

인 관계를 보이며, 현무암질내지 석영안산암질 용암류,

화산성 역암, 용결응회암, 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 각

력암, 일부 사암과 실트암으로 이루어진 박층들로 구

성된다(Mauvois, 1977). 이 층의 노두는 치치오 메사

(Tzitzio Mesa), 빠땀바로(Patambaro) 배사, 밀 꿈브레

스 산맥, 모렐리아(Morelia)근처, 안간구에오 산맥에서

발견되며 차라차란도(Characharando) 화산암통으로 불

리기도 한다. 미초아칸주의 서쪽 꼬알꼬만(Coalcoman)

산맥 북쪽 사면에서도 관찰되며, 층후는 3,000 m 이상

이다. K-Ar 연대측정자료에 의하면, 본층의 연령은

20.5-13.8 Ma이며 초기 및 중기 마이오세에 해당하며

(Pasquare et al., 1991), 모렐로스주의 띨자뽀뜰라

(Tilzapotla) 층군과 대비될 수 있다.

상부 제3기 쇄설암(Tsc); 상부 제3기 쇄설암을 형성

하는 암석들은 미초아칸주의 중앙부 및 북서부에서 관

찰되며 미초아칸주의 해안지대에 소규모로 노출되어 있

다. 이 층은 호성 실트암 및 사암의 교호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까라꾸아로(Caracuaro)의 북서쪽에는 사

질기질의 담회색 충적성 역암들로 구성된 노두들이 부

존하고 있다. 이들 쇄설물들은 구 충적성 선상지를 형

성하고 있으며, 미초아칸주의 해안지대를 향해서 사암

이 협재되어 있는 역암노두가 발달한다. 

플라이오세-제4기 화산암(화산쇄설암)(Qb); 평균 층

후가 약 2,000 m인 화산층은 약 20,000 km2에 걸쳐

발달하며, 이 지역에는 3,000개 이상의 화산이 발견되

고 있다. 이들 암석은 미초아칸주에서 발견된 암석들

중 가장 젊은 암석들이며 띠알뿌하우아(Tialpujahua),

로스 아주프레스(Los Azufres), 꾸이체오(Cuitzeo)에서

노두가 관찰된다. 주로 안산암질 및 석영안산암질 용

암류로 구성되며, K-Ar 연령은 6.1-0.14 Ma로 나타난

다(Pasquare et al., 1991). 본 층은 적어도 2번의 화

산활동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마이오세동안에 발생한

화산활동보다 플라이오세 내지 제4기의 화산활동이 다

양한 열적 중심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4기 대륙기원암(Q); 제4기의 대륙기원 쇄설암은 미

초아칸주의 북쪽에 주로 위치하는 쇄설성 퇴적물이다.

최근의 퇴적물은 충적기원이며 대부분 홍수, 풍화작용,

화산암의 침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광화작용

미초아칸주의 지체구조 진화와 지질환경은 금속 및

비금속 광상 형성에 유리하다. 비금속 광상은 신화산

성 고원지대에 주로 부존하며, 금속광상은 시에라 마

드레 델 수르(Sierra Madre del Sur)에 부존한다. 이

들 광상들의 모암은 다양하며, 연령은 트라이아스기에

서 제3기까지 다양하다. 광상의 85-90%는 광화연령이

제3기로 알려져 있다.

3.1. 금속 및 비금속 광상

미초아칸주의 주요 금속광상은 시에라 마드레 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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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 부존한다. 주로 철, 동 및 아연이 부존되어 있으

며, 소량으로 금, 은, 연, 몰리브덴, 텅스텐, 안티모니,

망간 및 주석 이 부존한다. 비금속 광상은 일반적으로

신화산성 고원지대에 분포하고 있다(Fig. 3). 광상 유형

에 근거하면, 미초아칸주의 금속 및 비금속 광상은 맥

상, 층상, 산점상 및 불규칙상등으로 구분된다. 

3.1.1. 맥상광상

맥상광상은 미초아칸주의 남서쪽 및 북동쪽에 주로

분포하며 미초아칸주의 모든 알려진 금속광상들중 약

60%를 차지한다(Fig. 4). 미초아칸의 해안 지역과 남동

부에는 함금 석영을 포함하는 수많은 판상 구조가 나

타나는데, 이들 구조들은 화산-퇴적 층서 및 관입암체

내에 발달한다. 비야마데로(Villa Madero) 남쪽 제3기

화강암 내에 부존하고 있는 엘 레알(El Real) 함금 석

영맥은 맥폭이 0.5~2 m이며, 연장이 최대 250 m,

심도는 30~90 m이다. 맥상광화작용은 황철석, 방연석,

유비철석, 석영, 철산화물 및 점토광물을 함유하고 있

으며, 맥들은 고품위의 금 및 은을 함유하며 심부에서

는 관련 천금속들도 확인할수 있다.

라 와까나(La Huacana)지역에서는 제3기 화강섬록

암 관입체에는 우유빛 석영, 전기석 및 녹염석 맥석과

함께 산출하는 황화물 또는 산화물로서의 동 및 연을

함유한 맥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는 맥

은 1~15 m의 두께를 가지며 광화된 각력암과 관련있

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초아칸주 동쪽에 위치한 안간구에오(Angangueo)

광구에서는 석영, 장미휘석, 능망간석 및 방해석 맥석에

수반되는 황철석, 함은 방연석, 섬아연석, 은황산염, 휘

은석 및 때때로 자연은을 함유하는 수많은 맥상구조들이

부존하고 있다. 맥폭은 2~12 m, 연장은 최대 4 m, 심

도는 300 m이다. 이들은 제3기 상부 안산암, 안산암질

응회암, 석영안산암질 화산 각력암 내에 배태되어 있다.

미초아칸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테아가

(Arteaga) 지역에는 제3기 화강암 및 화산암에 배태된

맥들에 금과 동들이 부존되어 있으며, 또 맥들은 석영,

방해석 및 점토 기질에 산포된 황화물들을 함유하고

있다. 맥폭은 1~3 m, 연장은 400~500 m, 심도는

30~100 m이다.

3.1.2. 층상 광상

화산-퇴적 광상; 꼬알꼬망(Coalcoman)시에 해당하는

미초아칸주의 남동쪽에는, 라 미니따(La Minita)광상이

발달한다. 라 미니따(La Minita)는 화산-퇴적 광상 중

유일하게 개발된 광상이나, 라 꾸치야(La Cuchilla), 엘

타바뀌또(El Tabaquito) 및 엘 오호 데 아구아(El Ojo

de Agua) 지역에서도 유사한 광상들이 부존하고 있다.

Fig. 4에서는, 맥상 및 층상 광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라 미니따 광상은 다금속 층상 광상으로 황화물,

Fig. 3. Non-metallic mineral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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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연, 탄산염 및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광

물은 중정석, 섬아연석, 방연석, 휘동은석, 사면동석, 황

동석, 황철석, 자철석, 석영 및 방해석이다. 일반적으로

백악기 초기 중성 내지 산성 해저화산작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맥상 및 괴상의 두 개의 광화 유형이 나타

난다. 괴상 광석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중정석

및 연, 아연 및 은 광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 광상은

가로×세로 500×250 m, 평균 층후 14 m의 연장된

돔(dome) 형태를 가진다.

동퇴적성 광상; 미초아칸주 해안지역의 화산-퇴적 층

서에서는 동퇴적성(syn-depositional) 황화물을 생산하

는 폐쇄해성-환경 박테리아 활동에 의한 광화작용의 증

거가 존재한다. 아로요 세꼬(Arroyo Seco) 광상의 퇴

적성 백악기 층서내에는 고품위의 은이 발달하는 광화

층이 존재한다. 이들 층들의 층후는 6 m이며

500×200 m 면적에서 산출된다. 이 광상의 조직적, 구

조적 및 광물학적 연구를 통하여 광상의 동퇴적성 기

원이 추정되었다. 이들 광상의 광물은 함은 방연석, 휘

은석, 함은사면동석, 섬아연석, 황동석, 석영, 중정석 및

금홍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광상; 시멘트 산업용 석회암 광상은 훈가뻬오

(Jungapeo) 및 산루까스가까이의 미초아칸 주의 동부 및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의 98%는 탄산염을 함

유하는 뜨빨까떼뻭(Tepalcatepec)층 괴상 석회암과 관

련된다. 미초아칸주의 서쪽에는, 대부분의 석회암이 아

르떼아가(Arteaga) 근처에서 발견되며, 뚝스빤(Tuxpan)

지역에서는 소규모 방해석 광상이 부존하고 있다(Fig. 3).

규조암 광상은 차로(Charo), 인다빠라뻬오(Indaparapeo),

자까뿌(Zacapu) 및 뚜스빤(Tuxpan)시에 부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신화산성 고원 화산암 상부에 퇴

적된 호수-분지 광상이며, 규조 규질 조개의 축적에 의

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규질 모래 광상은 미초아칸주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마라바띠오(Maravatio) 및 지나뻬꾸아로(Zinapecuaro)

시에 부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퇴적성 규산

함량은 5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석고 산출지는 아뀔라 시 근처의

탄산염 암석내 렌즈상으로 알려져 있다. 

변성 광상; 산 루까스 및 베니또 화레즈(Benito

Juarez)시에는, 변성작용을 겪어 재결정화한 석회암이

대리석 광상으로 나타나 있으며, 산 루까스 대리석 채

석장은 실제로 가행되고 있다.

3.1.3. 산점상 유형 광상

열수 각력암; 산점상 유형의 광상은 와까나(Huacana)

지역에서 알려져 있으며, 미초아칸주의 중남부에 위치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화강암질 및 화강섬록암질 암석

Fig. 4. Vein and Stratiform deposit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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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아란(Inguaran) 지역에서는, 각력화된 침니들이

동광상의 중요한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그 모

양이 대략 타원형이며 주요축의 길이는 수백미터이고

단축의 길이는 장축의 1/3내지 1/5이다. 수직적으로는,

이들 광체의 일부는 일반적으로 200 m이상 연장된다.

열수 각력암의 광화작용은 주로 황동석, 석영, 방해

석, 양기석 및 녹염석으로 되어 있으며 소량의 황철석

및 회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화작용은 각력편들의

기질을 충진하거나 망상세맥상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다른 광상들은 산 이시드로(San Isidro),

라 베르데(La Verde), 엘 바스딴(El Bastan), 띠아마로

(Tiamaro) 및 라 베르도사(La Verdosa)이다(Fig. 5).

3.1.4. 불규칙형 광상

교대형 및 마그마 침투형 광상; 교대작용 및 마그마

침투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상들은 미초아칸주의 남서

쪽, 미초아칸 해안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철광상을 구성하고 있다(Fig. 5). 일반적으로, 이

들 광상들은 백악기 이토질 및 석회질 암석과 제3기

관입체의 접촉부에서 발견된다.

라스 트루차스(Las Truchas) 광상에서는, 철광체가

섬록암내에서 산출된다. 이 광상의 광화작용은 본질적

으로 자철석 및 적철석으로 나타나며 소량의 경철석,

갈철석 및 침철석과 같은 철수산화물이 수반된다.

혼펠스와 제3기 섬록암질암의 접촉부에서 정치되어

있는 로스 포조스(Los Pozos) 광상에서는, 철광체는

판상으로 존재하는데 주향방향으로 500 m이상 탐지되

며 층후는 최대 20 m, 심도는 200 m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철석은 지표부에서는 거의 관

찰되지 않으며 자철석과 자류철석은 광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광상의 기원은 교대작용이 수반된 마그

마 침투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유형의 다른 광상들은 엘 볼칸, 오르데나 비

에자(Ordena Vieja), 엘 깜빠멘또(El Campamento)

및 아뀔라(Aquila) 등이다.

열수광상; 석영안산암질 및 유문암질 응회암의 장석

에 대한 산성 열수 용액의 반응에 의해 기원한 고령토

광상은 로스 아주프레스(Los Azufres) 지역, 뚜스빤

(Tuxpan)시 및 치치오(Tzitzio)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

들은 신화산성 고원 분출암에 정치한 다양한 규모의

불규칙한 광체이며, 고품질의 고령토가 부존하고 있다. 

와훔바로(Huajumbaro) 및 씨우다드 이달고(Ciudad

Hidalgo)시가 있는 미초아칸주의 북쪽에는 몇 개의 풀

러흙 광상이 존재한다. 이들 광상들은 신화산성 고원

안산암, 유문암 및 화산쇄설성 퇴적물 같은 화산암의

이질화작용의 결과로서 원지에서 기원한 것이다. 

띠뀌체오(Tiquicheo)시에서는 일부 중정석 맥광상들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삐에드라 치바(Piedra Chiva)

Fig. 5. Iron and Copper Deposit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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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으로 아평행맥으로 구성되며 맥폭은 0.30~

0.60 m이고 연장은 최대 200 m이며 발사스(Balsas)층

군 실트암 및 사암내에 정치되어 있다.

화산성 광상; 로스 아주프레스(Los Azufres)지역에는

지열가스의 승화작용과 관련된 일부 황의 축적이 관찰

되며, 미초아칸주의 북쪽에는 탈유리화된 응회암에 의

해 형성된 모래 및 자갈 광상이 존재한다. 이 광상들은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모렐리아(Morelia), 뀌로가(Quiga)

및 께렌다로(Querendaro)시에 주로 부존하고 있다.

4. 결 론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지질은 변성기저암, 중생대 퇴

적암 및 신생대 관입 및 분출화성암으로 구성된다. 미

초아칸주의 남서쪽과 북동쪽에는 변성암복합체를 구성

하는 중생대 변성암이 발달한다. 중생대 암석은 해양

쇄설성 층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저부에는 쥬라기

상부의 안가오층이 발달한다. 백악기 관입 및 분출 화

성암은 미초아칸주의 동쪽과 남서쪽에 분포하며, 특히

남서쪽에는 해양퇴적암인 산 루카스, 모렐로스 및 말

파소층이 발달한다. 제3기는 화산각력암 및 용암류, 중

성내지 산성조성의 다양한 조성을 지닌 관입화성암으

로 구성된 발사스층군에 해당하는 대륙성 퇴적층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4기는 호성퇴적물과 산록완

사면 및 충적성 퇴적물외에도 현무암와 같은 신화산

고원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분출암으로 구성된다. 지

체구조적 관점으로 보면, 미초아칸주에는 시에라 마드

레 수르와 신화산 고원같은 거대한 구조구가 존재한다.

미초아칸주의 지체구조 진화와 지질환경과 관련된

광상형성조건은 금속 및 비금속 광상 형성에 유리하다.

비금속 광상은 신화산성 고원지대에 주로 부존하고 있

으며, 한편 금속광상은 시에라 마드레 델 수르에 부존

하고 있다. 이들 광상들의 모암은 꽤 다양하며, 연령은

트라이아스기에서 제3기까지 다양하지만 주요한 광상

85-90%의 광화연령은 제3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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