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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roduction in Peru was 118 Moz in 2013, which was 3rd ranked in the world. Silver production mines which

were ranked from 1st to 5th in Peru in 2013 were Antamina(16.7 Moz), Uchuchacua(12 Moz), Pallancata(7.6 Moz),

Animón(7 Moz), and Arcata(5.4 Moz). Total reported silver resources in Peru is about 7,012 Moz, and resources from

the belts of Miocene epithermal deposits and the belts of Miocene skarn, replacement and vein deposits are 4,812 Moz,

which corresponds to 69% of total resources. There are 14 ongoing projects which will be developed to the produc-

tion stage from 2014 to 2019. Through these projects, silver production in Peru is expected to be 148 Moz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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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페루는 전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은 1억 1,800만 온스이다. 2013년도 기준 안타미나

(Antamina; 1,670만 온스), 우추차쿠아(Uchuchacua; 1,200만 온스), 파얀카타(Pallancata; 760만 온스), 아니몬

(Animón; 700만 온스), 아르카타(Arcata; 540만 온스) 광산의 순서로 생산량이 많다. 페루의 은 자원량은 총 70억

1,200만 온스로, 이 중 48억 1,200만 온스(전체의 69%)가 마이오세 천열수 광화대와 마이오세 스카른, 교대형 광화대

에 배태되어 있다. 2014~2019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14개 광업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7

년 페루의 은 생산량이 최대 1억 4,800만 온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은, 생산, 페루

1. 서 론

페루의 광물 채굴은 잉카 이전 문명 시대부터 금 채

굴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은 생산의 경우 식민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역

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화국 시대에는 동, 연, 아

연, 철, 기타 금속 등의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페루 지질광업제련연구소(INGEMMET)

의 광상 분포도(Acosta et al., 2014)에 따르면 페루

내 주요 광화대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한다. 식민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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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공화국 시대 초기까지 페루는 멕시코, 볼리비아 등

과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세계 3대 은 생산국의 지위

를 이어나갔다. 1493~190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세

계 은 생산량은 7억 4,700만 온스에서 50억 8천만 온

스 사이였다. 17세기 전 세계 은의 88%가 페루, 볼리

비아, 멕시코에서 생산되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26%가 페루산(産)이었다(Loret de Mola, E. 1981). 

20세기에는 세계 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280억 온

스를 기록했다. 1980년대 초 페루는 멕시코, 중국, 호

주에 이어 세계 4위의 은 생산국으로 평균 4,100만 온

스를 생산했으며, 이후 1980년대 말에는 세계 2대 은

생산국이 되었다. 2002년 9,230만 온스를 생산해 제1

의 은 생산국이 된 페루는 1억 2,600만 온스를 생산한

2009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2010년 이후 멕시코가

다시 1위를 차지했으며 페루는 중국에 이어 3위에 머

물렀다(Fig. 1). 세계 은 생산량은 1980년 3억 7,600

만 온스에서 2012년 7억 8,500만 온스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3.0%씩 증가했다. 

이번 기술정보는 페루 은 생산의 역사와 현재 은 광

화작용을 대상으로 한 탐사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한, 우리나라의 은의 수요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페루 은 광화작용과 탐사활동을 소개함으

로써 국내 자원관련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2. 페루 은 생산량 추이

Table 1에는 1533~2013년 사이의 페루 내 은의 총

생산량이 간략히 나와 있다. 이 자료는 El Perú Minero

(Samamé, B., 1981~1997)의 페루 은 생산량 추이,

페루 광업 공병대(Cuerpo de Ingenieros de Minas

del Perú) 관보(Hohagen, J. 1937), 페루 에너지광업

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의 최근 광업 연

감을 기반으로 집계되었다. 1905년 이후에는 훌카니

(Julcani), 우아론(Huarón), 카사팔카(Casapalca), 안타코

차(Antacocha), 콜키히르카(Colquijirca), 산 안토니오

데 에스킬라체(San Antonio de Esquilache), 산타 바

Fig. 1. World silver production from 1980 to 2012(Source: World Silver production data taken from http://

minerals.usgs.gov/minerals/pubs/historical-statistics/ds140-silver.pdf).

Table 1. Historical silver production amount in Peru(unit: Moz.)

Commodity
Colonial period Republic period

Total
1533-1820 1821-2013

Silver 1,150.21 4,4151,2,3 5,565

Sources: 1Boggio, M. 1997. El Oro en el Perú. El Perú Minero Tomo VII. Pag. 251-254. 2Ministerio de Fomento Dirección de

Energía de Minas y Petróleo. 1900-1968 annual report. 3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del Perú. Mining annual report 196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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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라(Santa Bárbara), 야우리코차(Yauricocha) 등의

다금속 광산에서 채굴된 동·연·아연·기타 금속의

부산물로 인해, 전체 은 생산량이 증가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코브리사(Cobriza; 운영

년도 1962년), 아르카타(Arcata; 운영년도 1964), 오르

코팜파(Orcopampa; 운영년도 1967), 마드리갈(Madrigal;

운영년도 1972), 우추차쿠아(Uchuchacua; 운영년도

1975) 등지의 은광이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페루

공화국의 은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은 1981년

~2013년으로, 당시 운영에 들어간 은광에는 쉴라-파울

라(Shila-Paula; 1989), 마리아 테레사(María Teresa;

1992), 틴타야(Tintaya; 1998), 셀레네(Selene; 2001),

안타미나(Antamina; 2001), 안타피테(Antapite; 2001),

아레스(Ares; 2008), 세로 린도(Cerro Lindo; 2007),

포라코타(Poracota; 2007), 파얀카타(Pallancata; 2007),

마야이 (Mallay; 2012) 등이다.

한편, 1980년대 말 은을 부산물로 포함하는 고유황

형 천열수 금광상의 발견으로 세계적 수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야나코차(Yanacocha; 1993)를 비롯해 산타

로사-코마르사(Santa Rosa-Comarsa; 1996)와 시판

(Sipán; 1997) 등지에서 채굴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피에리나(Pierina; 운영년도 2001),

산타 로사-아룬타니(Santa Rosa-Aruntani; 운영년도

2002), 키카이(Quicay; 운영년도 2002), 라 비르헨(La

Virgen; 운영년도 2003), 투카리(Tucari; 운영년도 2004),

라구나스 노르테(Lagunas Norte; 운영년도 2005), 아

라시(Arasi; 운영년도 2007) 등지의 은광도 채굴을 시

작했다. 이러한 은광 개발 덕분에 2002~2009년 페루

는 멕시코, 중국,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이 되었다.

3. 은 생산 현황과 향후 전망

2013년 페루의 은 생산량은 1억 1,800만 온스이며,

이 중 80%는 은광 26곳에서 생산되었다. 2013년도

기준 은광의 생산량 순위를 살펴보면 1,670만 온스의

Fig. 2. Mines and future silver producers in Peru(Actual and planned of annual production silver data taken from 2013 Annual

Mining Report and Mining Projects Portfolio. Mining Promotion Direction. Ministery of Energy and Mines of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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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을 생산한 안타미나(Antamina)는 페루 최대 은 생산

지이며, 우추차쿠아(Uchuchacua; 은 1,200만 온스 생

산), 파얀카타(Pallancata; 760만 온스), 아니몬(Animón;

700만 온스), 아르카타(Arcata; 540만 온스)가 뒤를 잇

는다. 지방별로 보면 우추차쿠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이 5,450만 온스를 생산했으며, 이 밖에도 남부 지

방에서 2,430만 온스, 북부 지방에선 2,120만 온스가

생산되었다. 페루 은 생산의 미래는 2014~2019년 생

산에 들어갈 예정인 14개 광업 프로젝트에 달려있다.

북부지방에서는 샤인도(Shahuindo), 산 루이스(San

Luis), 엘 갈레노(El Galeno), 카냐리아코(Cañariaco)

등 4곳이 광업 프로젝트 대상이며, 남부지방에선 인마

쿨라다(Inmaculada), 코라니(Corani), 크레스포(Crespo),

추카파카(Chucapaca), 케야베코(Quellaveco), 라스 밤바스

(Las Bambas), 아키라(Haquira), 콘스탄시아(Constancia)

등 8곳이, 중부지방에선 알파마르카(Alpamarca)와 토로

모초(Toromocho) 등 2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7년 페루의 은 생산량이

최대 1억 4,800만 온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부지방 2곳의 프로젝트 생산량은 540만 온스에

이를 것이며,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프로젝트에서는

각각 580만, 1,830만 온스의 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

한다(Fig. 2). 

4. 1990-2013년 은 생산량 및 2025년 예상량

페루의 은 생산량은 1986년 6,400만 온스에서 2013

년 1억 1,800만 온스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1억

4800만 온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1998년 이후 개발된 고유황형 및 저유황형 천

열수 광상과 안타미나(Antamina) 등지의 스카른 광상

덕분이다. 샤인도(Shahuindo), 알파마르카(Alpamarca),

인마쿨라다(Inmaculada), 라스 밤바스(Las Bambas),

콘스탄시아(Constancia) 등지의 광산 영업을 시작으로

2014년 페루의 은 생산량이 1억 3,000만 온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에도 코라니(Corani), 아

키라(Haquira), 크레스포(Crespo), 토로모초(Toromocho)

에서만 은 900만 온스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엘 갈

레노(El Galeno)와 산 루이스(San Luis)에서 은 390

만 온스의 은이 채굴되면 2017년 말 페루의 은 생산

량은 최대 1억 4,800만 온스에 달할 것이다. 2018년에

는 새롭게 착수되는 광업 프로젝트가 없어 생산량이 1

Fig. 3. Peruvian silver production from 1986 to 2025(Historical and planned of annual production silver data taken from

1986 to 2013 Annual Mining Report and 2013 Mining Projects Portfolio. Mining Promotion Direction. Ministery of Energy

and Mines of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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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3,500만 온스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

냐라이코(Cañariaco) 광산이 운영을 시작하는 2019년

에는 생산량이 1억 3,700만 온스까지 오를 것으로 예

상한다. 그러나 천열수 및 반암형 광상의 매장량 고갈

로 2025년에는 생산량이 9,800만 온스까지 떨어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Fig. 3).

5. 페루 주요 광화대의 은 누적생산량 추이

식민시대였던 1533년부터 2013년까지 페루의 은 누

적생산량은 55억 6,500만 온스로 추정되며, 이 중

95%가 마이오세 천열수 광화대와 마이오세 스카른, 교

대형 광화대에서 생산되었다. 마이오세 스카른, 교대형

광화대에서 은 27억 2,400만 온스가 채굴되었는데, 이

는 페루 전체 은 생산량의 49%에 해당한다. 서부 산

맥을 따라 뻗어 있는 이 지대는 길이가 1,500 km 이

상으로, 우알가욕(Hualgayoc), 안타미나(Antamina), 세로

데 파스코(Cerro de Pasco), 콜키히르카(Colquijirca),

카사팔카(Casapalca), 우추차쿠아(Uchuchacua) 등이 자

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서부 산맥에 위치한 길이 약

2,000 km의 마이오세 천열수 광화대에서도 은이 생산

된다. 카이요마(Caylloma), 아르카타(Arcata), 오르코팜

파(Orcopampa), 산 헤나로(San Genaro), 파얀카타

(Pallancata) 등이 자리잡고 있는 이 지대에서 25억

5,100만 온스의 은이 생산된다(Fig. 4). 

6. 페루의 은 자원량

페루의 은 자원량은 총 70억 1,200만 온스로, 이

중 48억 1,200만 온스(전체의 69%)가 마이오세 천열

수 광화대와 마이오세 스카른, 교대형 광화대에 분포

되어 있다. 페루 최대 자원량 지대에는 마이오세 스카

른, 교대형 광상이 형성되어 있으며 31억 2,400만 온

스의 은이 매장되어 있다. 한편 마이오세 천열수 광화

Fig. 4. Historic cumulative silver production in Peru(Metallogenic belts taken from Metallogenic Map of Peru.

INGEMM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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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16억 9,400만 온스가 부존되어 있다. 나머지인

15억 2,600만 온스(전체의 28%) 상당의 은은 팔레오세

-에오세 반암형 광화대(11억 1,900만 온스)와 에오세-

올리고세 반암형 광화대(4억 700만 온스)에 부존되어

있다(Fig. 5). 

7. 맺음말

페루 은 생산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5년 내에 시행

될 14개 프로젝트의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2017년에는

은 1억 4,800만 온스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전 세계적으로 광산 채굴에 대한 투자가 기존

의 29%까지 낮아졌다. 페루의 경우 광산 투자액이

34% 줄어 10억 3,500만 달러에서 6억 8,300만 달러

로 감소했다(SNL Metals & Mining, 2014). 2014년

에는 광산 채굴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0%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Cardozo, 2014). 페루를 포함

해 세계적으로도 거대 광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채굴 사업을 위해 꼭 필

요한 위험 자본이 시장 내에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광업 관련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대기

업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인수가 매

우 적은 자본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

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Cardozo, 2014). 이러한 사회적 측

면이 현재 광업 프로젝트 시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바뀌었다. 광업 활동 허가를 받으려면 장기간 투자해

야 한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도 하며, 결과적으로는 채굴 비용이 늘어나 광업 활동

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페루 내 은 공급량을 보장

Fig. 5. Silver resources and reserves in the main porphyry belts in Peru(Metallogenic belts taken from Metallogenic Map of

Peru. INGEMMET, 2014).



페루의 은: 현황과 미래의 도전 175

하기 위해선 비축량을 늘리고 새로운 광상을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구물리 탐사방법을 개선·혁

신·실행하고 항공 자력 및 방사능탐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 자력 및 방사능 탐사를 통

해 얻은 정보는 광업 탐사 및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페루 지질광업제련연구

소(INGEMMET)는 페루 지구물리도를 작성하고 화산

호, 광화작용 시스템 해석 및 광화작용 원천의 관계를

정립하는 광상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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