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국제적 연구에 의해 따르면 미용성형 수술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일본, 아탈리아, 멕시코가 대부분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공개용 

 

2018 년 11 월 1 일, 뉴욕 주, 뉴욕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는 오늘 2017 년에 완료된 시술에 대한 

전세계 연례 미용시술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 개월간 외과적 미용시술은 전반적으로 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미용시술 분야 전세계 상위 8 개국의 순위 

상위 5 개국인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가 전세계 

미용시술의 38.4%를 차지하며 그 뒤를 독일, 콜롬비아, 태국이 잇고 

있습니다.  

 

 전체 

미용시술 

전체 비외과 

시술 

전체 시술 전세계 

미국 1,562,504 2747676 4,310,180 18.4% 

브라질 1,466,245 961,290 2427,535 10.4% 

일본 294,396 1384214 1678610 7.2% 

멕시코 520,956 515662 1,036,618 4.4% 



이탈리아 301,895 650955 952,830 4.1% 

독일 290,932 413948 704,880 3.0% 

콜롬비아 346,140 170,790 516,930 2.2% 

태국 105,342 23,056 128,398 0.5%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용시술 

2017 년에는 질성형술(소음순 수술 포함)이 2016 년과 비교하여 

시술건수 기준 23% 증가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냈으며, 22%의 

증가를 보인 하체지방 제거술, 17%의 증가를 보인 엉덩이 성형술, 

11%의 증가를 보인 코성형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미용외과 시술 

유방확장술이 1,677,320 건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용시술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으며, 1,573,680 건인 지방흡입술, 

1,364,886 건인 쌍꺼풀 수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7 년에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성형외과 시술은 안면윤곽술로 11%가 줄어 

98,003 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비외과적 시술은 보툴리눔 독소 주사로 

5,033,693 건으로 1 위의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지난 12 개월간 1% 

증가).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이 전세계적으로 20,207,190 건의 미용시술로 86.4%를 

차지하며 미용시술 수요를 계속 견인하고 있다. 여성이 의뢰한 시술 

중 가장 인기있는 시술 상위 5 종은 유방확장술(실리콘 주입), 

지방흡입술, 쌍꺼풀 수술, 배 성형술, 유방고정술입니다. 

 



2017 년에 남성은 전세계적으로 3,183,351 건의 시술을 받아 미용 

관련 환자의 14.4%(2016 년과 비교하여 미세한 증가)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이 의뢰한 시술 중 가장 인기있는 시술 상위 

5 종은 쌍꺼풀 수술, 여성형 유방증, 코 성형술, 지방흡입술, 

모발이식입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회장인 Renato Saltz 박사는 "공개된 

2017 년의 결과를 통해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의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전히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브라질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신있는 외모는 물론 자신감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 

업계의 최신 혁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기록적인 수를 볼 

때, 이 데이터를 2018 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2017 년에 시술된 미용성형 외과 및 비외과 시술에 대한 데이터는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고유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상의 약 

35,000 명의 성형외과의들에게 발송된 설문지를 통해 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매년 전세계적 규모로 

이와 같은 종류의 미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결과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위치한 독립연구회사 Industry 

Insights 에 의해 취합되어 표로 제작되고 분석됩니다. 결과의 

완전판을 얻으시려면 www.ISAPS.org를 방문해 주세요.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대하여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성형외과의들을 위한 

우수국제기관입니다. 미용성형 수술 분야를 이끄는 국제적인 권위의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105 개국에 4000 명 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가입요건을 통과한 ISAPS 

성형외과의들은 각자의 국가에서 가장 확실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며, ISAPS 성형외과의와의 만남을 통해 환자 분들이 보다 쉽게 

미용성형 수술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ISAPS 성형외과의 명단의 완전판은 www.ISAP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