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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시술 시술 관련 키워드  부작용 관련 키워드 추가고려사항

전신 일반 ※ 각 부위별 키워드 참고

감염(염증, 농양, 봉소염), 괴사. 
흉터(반흔, 비후성), 상처자국, 
혈종, 비대칭, 신경손상(저림, 무
감각, 감각둔화, 마비), 과대교
정, 과소교정(부족교정), 이물감, 
출혈, 통증, 부종, 충전물/ 보형
물/실리콘빠짐, 화상, 재발

눈 

일반 눈성형, 눈수술 눈성형&부작용, 눈수술&부작용 

상안검성형술 

쌍꺼풀&수술, 쌍꺼풀했, 쌍꺼
풀하, 쌍수, 쌍거풀&수술, 쌍거
플&수술, 쌍거플했, 쌍거풀했, 
쌍거풀하, 쌍거플하 

쌍꺼풀&부작용, 쌍거플&부작용, 
쌍거풀&부작용, 쌍수&부작용, 
쌍수&붓기, 쌍수&붓기

안검성형, 
안검 보형물

하안검성형술
애교&수술, 눈밑&수술, 애교&필
러, 애굣살&수술, 애굣살&필러, 
눈밑&필러  

애교살&부작용, 
애굣살&부작용 

안검하수성형

눈 부가성형술
눈트임, 트임&눈, 트임하, 트임했, 
트임해, 앞뒤트임, 뒷트임, 뒷틤, 
앞틤, 눈&밑트임, 앞트임, 뒤트임 

트임&부작용, 트임&복원, 
트임&흉터

안각성형

코

일반
코성형, 코수술, 콧대&성형, 콧
대&수술, 코&필러, 코&지방이식 

코수술&부작용, 코성형&부작용, 
콧대&부작용

코 비대칭교정

비교정술
(휜코교정술)

흰코&수술, 휜코&수술, 
흰코&교정, 휜코&교정코&성형

흰코&부작용, 휜코&부작용 비만곡교정, 축비술

융 융비술 융비술&부작용 

비주성형 비주성형 비주성형&부작용 

코끝성형술
(비첨성형술)

코끝&성형, 코끝&수술 코끝&부작용 

콧볼성형술
콧볼&성형, 콧볼&수술, 
콧볼&축소   

콧볼&부작용 

입술

일반 입술&수술, 입술&성형 
입술&수술&부작용, 입술&성
형&부작용, 입술&성형

입술확대술 입술&확대술 입술&확대술&부작용
입술 지방이식, 입술 필
러, 입술 진피이식

입술축소술 입술&축소술 입술&축소&부작용

인중확대술 인중&확대술 인중&확대술&부작용 인중 성형

인중축소술 인중&축소술 인중&축소술&부작용

이차성 구순구개열
수술

구개열&수술 구개열&수술 

Supplement

Supplement 1. 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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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일반 이마&수술, 이마&성형 
이마&수술&부작용, 
이마&성형&부작용

이마확대술
(이마윤곽술)

이마&필러, 이마&보톡스, 이마&
지방이식, 이마&보형물, 이마&
윤곽술 

이마&필러&부작용, 이마&보톡
스&부작용, 이마&지방이식&부
작용, 이마&보형물&부작용, 이
마&윤곽술&부작용

이마축소술 이마&축소 이마&축소&부작용

이마거상술 이마&거상술 이마&거상술&부작용

뒤통수성형술 뒤통수&성형 뒤통수&성형&부작용

볼, 광대

일반
볼성형, 광대&성형, 
광대&수술 

볼성형&부작용, 광대&성형&부
작용, 광대&수술&부작용

광대축소술
(관골축소술)

광대&축소술, 광대&깎 
광대&축소술&부작용, 
광대&깎아&부작용

광대확대술 광대&확대술, 광대&필러 
광대&확대술&부작용, 
광대&필러&부작용

광대 지방이식, 광대 보
형물

측두부함몰
교정술

측두부함몰교정술 측두부함몰교정술&부작용

볼축소술 볼축소술 볼축소술&부작용

귀성형술 귀&성형 귀&성형&부작용

귓볼성형술 귓볼&성형 귓볼&성형&부작용

턱 
안면 
윤곽

일반
턱&수술, 턱&성형, 
얼굴뼈&수술, 얼굴뼈&성형 

턱&수술&부작용, 턱&성형&부
작용, 얼굴뼈&부작용

턱끝 성형, 
사각턱 수술

상악수술 상악&수술, 상악&성형 
상악&수술&부작용, 
상악&성형&부작용

상악전진술, 상악후진술, 
상악축소술

하악수술 하악&수술, 하악&성형 
하악&수술&부작용, 
하악&성형&부작용

하악전진술, 하악후진술, 
하악축소술

양악수술
(악교정수술)

양악 양악&부작용

안면 부가성형술
안면윤곽, 얼굴&필러, 
얼굴&보톡스 

안면윤곽&부작용, 얼굴&필러&
부작용, 얼굴&보톡스&부작용 

안면거상술, 
안면 융기술, 
안면 귀족수술, 비순각교정, 
고양이 수술, 
안면 지방이식

모발

모발이식술
(식모술) 

모발&이식, 탈모&수술, 식모술 
모발&이식&부작용, 
식모술&부작용 

제모술 제모 제모&부작용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탈모제거술 

탈모제거술 탈모제거술&부작용 

두피 메조테라피 탈모&주사, 두피&주사 
탈모&주사&부작용, 
두피&주사&부작용   

전기자극 시술 - - 모발 전기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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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주름

장비를 이용한 시술 
피부&초음파, 피부&고주파, 
레이저&시술

피부&초음파&부작용, 
피부&고주파&부작용

IPL, I2PL, 프락셀, 셀라
스, CO2 (이산화탄소)레
이저, 어붐야그레이저, 
엔디야그레이저, 써마지, 
울쎄라, 물광주사

박피(필링)
피부&박피, 얼굴&박피, 레이
저&박피, 화학&박피, 
레이저&필링, 프락셀 

박피&부작용, 필링&부작용, 
프락셀&부작용

화학박피, 기계박피

보톡스 시술 주름&보톡스 보톡스&부작용 

필러 시술 주름&필러 필러&부작용 

지방이식술 주름&지방이식, 피부&지방이식 피부&지방이식&부작용

광역동치료(PDT) PDT&치료, PDT&시술 PDT&부작용 

미세침치료(MTS) MTS&시술 MTS&부작용 

이온영동요법 - - 피부 이온영동

흉터성형술, 
흉터제거술

흉터&시술, 흉터성형, 흉터제거 
흉터&시술&부작용, 흉터성형&
부작용, 흉터제거&부작용 

조직확장기술 피부조직&수술 피부조직&수술&부작용   

메조테라피
(주사시술)

메조테라피 메조테라피&부작용 

가슴 

가슴확대술
가슴확대&수술, 가슴&지방이식, 
가슴성형, 가슴&보형물 

가슴확대&부작용, 가슴&지방
이식&부작용, 가슴&성형&부작
용, 가슴&보형물&부작용, 가슴
수술&부작용 

유방성형술, 유방확대술, 
유방 지방이식, 유방 보
형물, 가슴 세포이식,
유방 세포이식, 가슴확대 
재수술, 유방확대 재수술 

가슴축소술
가슴축소&수술, 
가슴&지방흡입, 유방축소 

가슴축소&부작용, 가슴&지방
흡입&부작용, 유방축소&부작용

유방축소술,
유방 지방흡입

유방하수교정술
(가슴교정술)

처진가슴&수술 처진가슴&수술&부작용

유방재건술 유방&재건 유방&재건&부작용 가슴재건

유두유륜복합체 
성형술

- -
유두 축소술, 유륜 축소
술, 유두 재건술, 유륜 교
정술, 유륜성형술

함몰유두교정술 
(유두성형술)

젖꼭지&수술, 유두&성형 
젖꼭지&수술&부작용, 
유두&성형&부작용

여유증 수술 여유증, 여성형유방 여유증&수술&부작용 여성형 가슴

팔 손
지방제거술 팔&지방흡입 팔&지방흡입&부작용 손 지방흡입

지방이식술 팔&지방흡입 팔&지방흡입&부작용 손 지방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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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발

근육축소술
(근육퇴축술)

근육&퇴축, 다리&보톡스, 종아
리&보톡스, 종아리&축소, 종아
리&수술, 허벅지&근육&축소 

종아리&수술&부작용, 종아리&
보톡스&부작용, 종아리&성형&
부작용

종아리 신경절제

확대술 - -
종아리 확대, 종아리 보
형물, 다리 지방이식, 종
아리 지방이식

지방제거술
종아리&흡입, 허벅지&흡입, 허벅
지&지방&주사, 종아리&지방&주사 

허벅지&흡입&부작용, 
종아리&흡입&부작용

체형
(바디라인)

지방제거술 지방흡입, 카복시, 지방분해&주사
지방흡입&부작용, 카복시&부작용, 
지방분해&부작용

지방절제술

지방이식술 지방이식수술 지방이식&부작용

서혜부, 
엉덩이

힙업수술
엉덩이&지방이식, 엉덩이&보형
물, 힙업&수술

엉덩이&성형&부작용, 엉덩이&
지방이식&부작용, 힙업&수술&
부작용, 엉덩이&보형물&부작용

엉덩이 리프트

회음성형술
회음&성형, 질&성형, 
처녀막&성형

회음&성형&부작용, 질&성형&
부작용, 처녀막&성형&부작용

대음순 성형, 소음순 성
형, 음핵 성형, 클리토리
스 성형, 처녀막 재생, 이
쁜이 수술

성기확대술
음경확대, 귀두확대, 성기확대, 
성기&보형물, 음경&삽입술 

음경확대&부작용, 성기&확대&
부작용, 성기&보형물&부작용 

음경배부 신경차단술 조루&수술 조루&수술&부작용

기타

다한증 치료
다한증&수술, 다한증&보톡스, 
다한증&교감신경, 땀주사 

다한증&부작용, 땀주사&부작용 

액취증 치료 땀샘&제거, 액취증&수술 
액취증&수술&부작용, 
땀샘&부작용 

액취증 수술, 아포크린샘 
제거술

비만수술 비만수술 비만수술&부작용 
위밴드술, 위절제술, 
위문합술

복부성형술
뱃살&흡입, 뱃살&수술, 똥배&
수술, 똥배&흡입, 아랫배&흡입 

뱃살&지방흡입&부작용, 
뱃살&수술&부작용

침술 성형&침술 성형&침술&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