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PS의 최근 글로벌 설문 조사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미용 수술 

 

2019년 총 수술 및 비수술 시술 7.4% 증가  

 

하노버, 뉴햄프셔, 2020년 12월 9일 /PRNewswire/ -

-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는 오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연례 글로벌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2019년에 완료된 미용 시술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라이트 

 

7.4% 증가는 2018년(5.6%)보다 높다. 수술과 비수술 시술 모두 2019년(각각 7.1%, 

7.6%)에는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 비수술 시술만 증가했다. 

 

지난해 시술 건수가 3.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 확대술은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성형 수술로 모든 시술의 15.8%를 차지한다.  가장 인기 있는 5대 수술은 

유방 확대, 지방 흡입, 쌍꺼풀 수술, 복부 성형 및 코 성형이다. 상위 5개 비수술 

시술도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제모, 비수술 지방 감소, 광회춘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지난 5년간 20.6%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유방확대술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BIA-ALCL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019년 보형물 제거 수술은 

10.7% 증가했다. 

 

얼굴과 헤어 시술은 지난해 14.7% 감소한 데 비해 13.5%가 증가했다. 쌍꺼풀 수술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엉덩이 수술은 모든 수술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엉덩이 확대술은 2019년에 

38.4%, 2015년 이후 65.9% 증가했으며, 힙업 리프팅은 2019년에 25.5%, 2015년 

이후 77.6% 증가했다. 또한 소음순 수술은 2019년 24.1%, 2015년 이후 73.3% 

증가했다. 

 



 

비수술용 주사제 사용은 8.6% 증가했다. 보툴리눔 톡신이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면,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2019년 64.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히알루론산 사용량도 2018년 이후 15.7% 증가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폴리-L-락틱산과 미세화 시술도 각각 24.1%와 34.2%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이 받는 가장 흔한 수술은 유방 확대, 지방 흡입, 쌍꺼풀 수술이다. 남성은 

여성형 유방, 쌍꺼풀 수술, 지방 흡입이 있다. 

 

남녀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수술 시술로는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및 

제모가 있다. 

 

대부분의 수술은 35~40세 여성이 받는다. 대부분의 유방 확대술(53.9%)과 

융비술(64.5%)은 19~34세가 받으며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는 35~40세(전체의 

46.1%)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융비술은 18세 이하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가장 

흔한 성형 수술이다. 

 

국가 통계 

 

미국은 수술이 8.7% 감소했지만 다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술(전체의 

15.9%)이 시행됐으며 전체 비수술 시술의 19.3%, 주사제의 77.8%를 

기록했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수술(전체의 13.1%)을 했고 비수술 시술은 28% 

증가했다. 

 

2019년 상위 10개국은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독일, 터키, 프랑스, 

인도, 러시아였다. 

 

미국과 브라질은 전 세계 25% 이상으로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3위는 중국, 4위는 일본, 5위는 한국이 그 뒤를 잇는다. 

 

수술의 62.7%가 사무실 시설에서 시행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로 병원(전 세계 



 

47.9%)에서 수술이 시행된다. 

 

외국인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33.2%), 멕시코(22.5%), 터키(19.2%)로 

작년과 비슷하다. 

 

조사 방법론 

 

설문지는 ISAPS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약 25,000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받았다. 

설문지는 2019년에 시행된 수술 및 비수술 시술 횟수와 의료 관광과 관련된 몇 가지 

부수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결과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본사를 둔 독립 

리서치 회사인 Industry Insights에서 집계하고 분석했다. ISAPS는 매년 이러한 

유형의 성형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수집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전체 결과의 

사본을 보려면 https://www.isaps.org/medical-professionals/isaps-global-

statistics/를 방문하십시오. 

 

ISAPS 소개–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는 이사회 인증을 받은 미용 성형외과 

의사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전문 기관입니다. 1970년에 설립된 ISAPS는 전 

세계적으로 미용 성형수술 지식을 교류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합니다. ISAPS는 

회원들에게 최신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전 세계 과학 회의를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날 ISAPS 회원으로 전 세계 110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용 및 

재건 외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