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 연구, 전 세계에서 미용 수술이 지속해서 증가
-- 2018년 총 수술과 비수술들이 5.4% 증가
(하노버, 뉴햄프셔 2019년 12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ISAPS)는 오늘, 2018년에
전체 성형 수술이 5.4%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연례 국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글로벌 설문조사 하이라이트
필러와 같은 비침습적 치료는 0.6%가 줄어든 미용 수술에 비해 10.4%나 증가했다.
보형물을 사용한 유방 확대 수술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수술 1위를 차지했다. 유방 확대 수술은 작년에 비해
6.1% 그리고 2014년에 비해서는 27.6%가 증가했다.
외과 시술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술은 지방 흡입술과 복강 형성술이었으며 두 수술 모두 작년에 비해 9%
이상 증가했다.
보툴리눔 독소 치료는 17.4% 증가하며 2017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히알루론산 필러 치료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탑 10 미용 수술 국가들 랭킹
상위 2개국들(미국과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실시된 총 미용 수술의 28.4%를 차지했고 나머지 8개국(멕시코,
독일, 인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호주,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수술적 방법의 미용 성형에서는
브라질이 1위였으며 비수술적 방법의 미용 성형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국가 | 수술적 미용 총횟수 | 비수술적 미용 총횟수 | 수술 / 비수술적 미용 총횟수 | 전 세계 수술 대비 백분율
미국 | 1,492,383 | 2,869,485 | 4,361,867 | 18.7%
브라질 | 1,498,327 | 769,078 | 2,267,405 | 9.7%
멕시코 | 518,046 | 525,200 | 1,043,247 | 4.5%
독일 | 385,906 | 536,150 | 922,056 | 4.0%

인도 | 390,793 | 505,103 | 895,896 | 3.9%
이탈리아 | 311,456 | 542,752 | 854,208 | 3.7%
아르헨티나 | 280,555 | 328,405 | 608,960 | 2.6%
콜롬비아 | 273,316 | 135,473 | 408,789 | 1.8%
호주 | 102,404 | 100,238 | 202,642 | 0.9%
태국 | 105,105 | 35,018 | 140,123 | 0.6%
성별 격차
여성은 20,330,465건의 수술을 받으며 전체 수술의 87.4 %를 차지, 남성보다 수술을 더 많이 받았다. 남성들은,
2018년 2,935,909건의 수술을 받으며 전체 수술의 12.6%를 차지했다.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술 및 비수술적 성형들은 유방 확대술과 보툴리눔 독소 치료로 각각 1,841,098건,
와 5,344,764건을 기록했다.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술 및 비수술 성형들은 여성형 유방과 보툴리눔 독소
수술이었으며 각각 269,720건과 752,752건을 차지했다.
ISAPS의 대표(President)인 더크 리히터 박사(Dr. Dirk Richter)는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연구 속 숫자들이 보여주듯, 최소 침습성을 활용한 치료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더크 리히터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사가 아니거나 훈련받지 않은
의사들의 필러 치료에 대해 경고도 했다.
"보형물을 통한 유방확대 수술이 미디어에서 계속 다루는 주제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수술 이기도 하며 환자들 역시 많은 이점을 인정한다. 올해 다시 한번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보다 나은 모습과 느낌을 위해 최신 혁신 미용 수술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리히터 박사는
덧붙였다.
설문 연구 방법
글로벌 설문조사를 위한 데이터는, ISAPS의 독점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35,000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보낸
설문지들의 응답 결과들을 가지고 표 형식으로 작성됐다. 설문지들은 주로 의료 관광과 관련된 보조 질문들과

함께 2018년 실시된 특정 수술과 비수술 성형수술의 횟수에 중점을 두었다.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 본사를
둔 독립 연구 기업인 인더스트리 인사이트(Industry Insights)가 해당 응답 결과들을 수집, 표로 작성 및
분석하였다.
ISAPS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연구 전체
결과들의 사본을 확인하려면 해당 웹페이지(www.ISAPS.org)를 방문하면 된다.
ISAPS - ISAPS(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국제 미용성형 수술협회)는 면허가 있는 전문 미용
성형 외과 의사들을 위한 전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1970년대 설립된 ISAPS는 전 세계 미용 성형 수술 지식
교환을 위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ISAPS는 회원들에게 최신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전 세계 과학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한다. ISAPS 회원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온 가장 존경받는 미용 및
재건 외과 전문의들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