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2020년 글로벌 설문조사, 

코로나 팬데믹이 미용 시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폐쇄로 성형 수술 10.9% 감소 

뉴햄프셔주 웨스트 레바논, 2021년 12월 28일 /PRNewswire/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는 오늘 

연례 미용 및 성형 시술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전 세계 미용 성형수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라이트  

2020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전체적으로 10.9% 감소했으며, 전 세계 외과의사의 77.8%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진료 폐쇄를 경험했다. 비수술적 시술(주로 필러와 제모 시술)의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증가율은 낮았다(2019년 7.6% 대비 2020년 5.7%). 그 결과 수술 

및 비수술적 시술을 모두 합쳐 전체적으로 1.8% 감소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글로벌 설문조사 위원회 의장인 아르투로 라미레즈-몬타냐나(Arturo Ramirez-

Montañana) 박사는 "이러한 하락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우려와 재정적 

문제로 인해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본 위원회의 설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상당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요 증가를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재택 근무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좀 더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시술 후에도 외부 접촉을 피해 프라이버시를 갖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얼굴 시술의 경우 이른바 '줌 효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부 수요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체적인 수요 감소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미용 시술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유방 확대술 16%, 지방 흡입술 15.1%, 

눈꺼풀 수술 12.1%, 코 성형 8.4%, 복부 성형 7.6%로 젼년도와 동일했다. 



비수술적 시술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툴리눔 톡신(전체 비수술적 시술 중 43.2%), 

히알루론산(28.1%), 제모(12.8%), 비수술적 지방 감소(3.9%), 광회춘(3.6%)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비수술적 시술의 약 85%가 여성에게 시행되었다. 

전반적인 수술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 성형 및 이마 리프팅 수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비수술적 

안면회춘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감소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술적 시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예외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미세 박피술은 

감소했다(각각 0.9%, 6.1%, 11.3% 감소). 

남성에게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눈꺼풀 수술, 지방흡입술, 여성형 유방 수술, 코 성형, 귀 수술 

등이다. 

시술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코 성형 시술의 경우 19~34세가 가장 높은 비율(67.9%)을 보였으며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경우 35~50세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50.2%).   

이 설문조사에서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 중 45%에 

불과했다. 라미레즈-몬타냐나 박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끔찍한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미용 성형의사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진료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성형 수술 산업과 수술 및 

비수술적 시술 모두 2021년에는 낙관적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통계 

미국은 수술과 비수술적 시술 모두 증가했는데, 수술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수술의 14.7%를 

차지하여 세계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비수술적 시술의 경우 전체 비수술적 시술의 22.1%를 

차지하여 이전 1위였던 브라질을 앞질렀다. 

2020년 시술 상위 10개국은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였으며 스페인,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외국인 환자 비율은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각각 28.2%, 25.8%, 21.8%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태국은 20.9%로 4위에 그쳤다. 

수술이 행해지는 시설로는 여전히 병원이 으뜸(전 세계적으로 43.8%)이나,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무실 형태의 시설(시술의 45%)과 독립 수술 센터(34.3%)가 병원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론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는 코로나19의 영향, 의사 인구 통계 및 의료 관광의 확산과 관련된 몇 가지 

부수적인 질문과 함께 주로 2020년에 시행된 특정 수술 및 비수술적 시술의 수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이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설문지는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5,000여 명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발송되어,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081명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응답 결과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소재한 독립 리서치 

회사인 인더스트리 인사이트(Industry Insights)에서 수집하여 도표화 및 분석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미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설문조사의 전체 결과는 https://www.isaps.org/medical-professionals/isaps-global-

statisti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소개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는 보드 인증을 받은 미용 성형외과 

의사를 위한 세계 최고의 전문 기구이다. 1970년에 설립된 ISAPS는 전 세계적으로 미용 성형 수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ISAPS는 전 세계의 과학 회의를 후원하고 승인하며 

회원들에게 최신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ISAPS 회원은 110개국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용 및 재건 외과 의사 5,100여 명을 포함하고 있다. 미용 성형외과 의사를 찾는 환자는 

ISAPS의 외과 의사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윤리적 관행과 환자 안전에 대한 헌신이 검증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외과 의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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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212.net/c/link/?t=0&l=ko&o=3398581-1&h=990235458&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3398581-1%26h%3D969259438%26u%3Dhttps%253A%252F%252Fwww.isaps.org%252Fmedical-professionals%252Fisaps-global-statistics%252F%26a%3Dhttps%253A%252F%252Fwww.isaps.org%252Fmedical-professionals%252Fisaps-global-statistics%252F&a=https%3A%2F%2Fwww.isaps.org%2Fmedical-professionals%2Fisaps-global-statistics%2F
https://c212.net/c/link/?t=0&l=ko&o=3398581-1&h=990235458&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3398581-1%26h%3D969259438%26u%3Dhttps%253A%252F%252Fwww.isaps.org%252Fmedical-professionals%252Fisaps-global-statistics%252F%26a%3Dhttps%253A%252F%252Fwww.isaps.org%252Fmedical-professionals%252Fisaps-global-statistics%252F&a=https%3A%2F%2Fwww.isaps.org%2Fmedical-professionals%2Fisaps-global-statistics%2F
https://c212.net/c/link/?t=0&l=ko&o=3398581-1&h=2210303782&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3398581-1%26h%3D3115302732%26u%3Dhttps%253A%252F%252Fwww.isaps.org%252Fmember-directory%252F%26a%3DFind%2Ba%2BSurgeon&a=%EC%99%B8%EA%B3%BC%C2%A0%EC%9D%98%EC%82%AC%C2%A0%EC%B0%BE%EA%B8%B0
https://c212.net/c/link/?t=0&l=ko&o=3398581-1&h=814420735&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3398581-1%26h%3D2937623355%26u%3Dhttps%253A%252F%252Fmma.prnewswire.com%252Fmedia%252F1038963%252FISAPS_Logo.jpg%26a%3Dhttps%253A%252F%252Fmma.prnewswire.com%252Fmedia%252F1038963%252FISAPS_Logo.jpg&a=https%3A%2F%2Fmma.prnewswire.com%2Fmedia%2F1038963%2FISAPS_Log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