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cal 룩 앤 미  성 형 외 과  이 승 찬  원 장

When you prefer a specialist in general hospital, will you rely on a comparative photo of ‘before’ and ‘after’ when you want to have a pretty 
look? Face–lifting is medical practice and it should be thorough from consultation to post management. Then, how could we select a 
reliable medical specialist? It is safest to visit an experienced and high-level specialist whether it is treatment or surgical operation. Next 
essential is high-tech equipment and reliable facilities. To complete a face of beauty, you’ll have to find someone with expertise in medi-
cal operation from eyes to nose and the whole face and injection treatment on one’s own and entrust him with a framework under skin 
invisible to the eye. Further, it will be the best choice of the hospital if these are combined with kindly service and reliable postoperative 
management.

아플 때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선호하면서, 아름다워지고 싶을 때에는 한 장의 비포 애프터 사진에 끌린다? 성형은 의료행위이므로 상담부터 사후관

리까지 철저해야 한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의를 고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시술이든 수술이든 경험 많고 수준 높은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안

전하다. 다음으론 첨단 장비와 믿을 수 있는 설비가 필수이다. 아름다운 얼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눈과 코, 주입 시술부터 안면 전체까지 일가견이 있

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밑 골격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수술 후 관리까지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최고의 선택

이 될 것이다.

글 ┃ 오상헌 기자 osh0416@naver.com  

대한민국 안면윤곽수술을 이끌다 

Leader in facial contouring surgery of Korea

Lee Seung-chan, president of Look&Me Plastic Surgery

마음을 성형하는 의사,

룩앤미 성형외과 이승찬 원장

자신감을 잃은 환자의 고통을 나누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의사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다.

Recommends beauty suited for each one by 3D scanner
Look&Me Plastic Surgery is known to have been set up by President Lee 
Seung-chan realizing the necessity of hospital for the optimum operation 
on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new facilities after he piled up top-ranking 
fame at Small-face Plastic Surgery with original cheekbone reduction and 
chin surgery. In one’s face, the area of chin, which is a part of nerves, 
muscles, teeth and bones gathering together, requires general anesthesia 
and technical competence.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Korean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Korea Cleft Palate-Craniofacial Association, Council of Practitioners and 
International Confederation for Plastic, Reconstructive and Aesthetic Sur-
gery (IPRSA), President Lee is well known for technical capacities to look 
for the most beautiful facial forms for each person from many different per-
spectives. President Lee’s Look&Me Plastic Surgery specializes in facial 
contouring, facelift and facial cosmetic surgery such as nose and eyes. He 
recommends the most suitable surgery to clients who want reconstruction 
through kind consultation in consideration of both aesthetic and medical 
viewpoints. President Lee Seung-chan is known to adhere to the method 
of participating in surgery through one-on-one consultation between presi-
dent and patient in reliable high-tech facilities, not by the president receiv-
ing the message of consultation as in a large-scale hospital. Success of 
surgery depends on giving psychological stability to patient through many 
times of full consultation with a proficient specialist allowing careful checks 
in operative information. Rather than the prevailing facial style of a top star, 
he recommends the most naturally beautiful face by analyzing the patient’s 

3차원 입체 스캐너로 개개인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천

룩앤미 성형외과는 독창적인 광대축소술과 턱 수술로 작은 얼굴 성형

외과 재직시절 1인자 급의 명성을 쌓은 이승찬 원장이 새로운 설비로 

얼굴 성형에 최적화한 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

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얼굴에서 신경과 근육, 치아와 뼈가 모여 있는 

턱 부분은 전신마취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대한 성형

외과 학회와 대한 미용 성형외과 학회, 대한 두개 안면 성형외과 학회, 

개원의 협의회 정회원, 국제 성형외과학회(IPRAS) 회원으로서 다각도

로 개개인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 형태를 찾아주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

다. 이 원장의 룩앤미 성형외과는 안면윤곽 수술, 동안성형 시술, 코, 눈

과 같은 얼굴 성형 전문이다. 미용과 의학적인 관점 모두를 고려해 재

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친절한 상담을 통해 가장 알맞은 수술을 추천

한다. 이승찬 원장은 흔히 볼 수 있듯 큰 규모의 대표원장이 상담을 간

접적으로 전달받으며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첨단 시설

에서 원장과 환자 고객이 1대 1로 상담을 거쳐 집도에 참여하는 방식

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숙련된 전문의의 충분

한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수술 정보를 꼼꼼하

게 체크하게 하는 것이 수술의 성공을 좌우한다. 인기 스타의 유행하는 

얼굴 스타일보다는 3차원 입체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얼굴을 정면, 측

면, 옆면에서 분석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얼굴을 추천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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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시술 고객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쁘띠 성형(필러, 보톡

스, 리프팅, 지방이식)등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룩앤미 성형외과

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 필러가 모두 고르게 도포되도

록 전용 기계로 주입하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소재인 엘러간, 레

스틸렌을 사용한다.

얼굴은 작고 입체적으로, 통증은 줄이고 일상생활 복귀는 빨라

룩앤미 성형외과 이승찬 원장이 특화시킨 기술인 새로운 광대 축소술

은 기존의 절개 및 금속 보정술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통증 완화와 

빠른 회복이 장점이다. 옆 광대를 45도로 절개하고 나사와 철사로 고정

하게 되면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수술 받은 후 연령에 따

라 볼 살이 빠지면서 처지는 문제가 있었다.반면 이 원장의 비절개, 비

고정 방식은 마취 후 수술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구레나룻이 있

는 귀 앞쪽을 1㎝ 이내로 절개하여 옆 광대를 절골 후 맞춰 넣고, 45도 

광대 부위를 개개인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입체감을 살

려 깎는다. 근육이 조합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기에 수술 후 골막에 싸

인 옆 광대는 고정된 상태로 절개한 라인 그대로 붙는다. 따라서 근육

과 볼의 처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입 안을 절개할 때는 족히 한 달은 걸리는 회복기간이 이 경우에는 더 

줄어들며 심한 통증과 부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 시간도 1시

간 이내로, 뼈는 3주 정도면 완전히 아문다. 인기 있는 사각턱, 브이라

인 수술은 안면 윤곽술 중 신경과 혈관이 집중 분포된 부분에 이뤄지는 

최고 난도 수술로서, 안면부에서만도 족히 10년이 넘는 집도를 거친 이

승찬 원장에 따르면 비대칭에 대한 3차원 대칭을 완성하려면 족히 5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미리 입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얼굴을 분석하고, 뼈의 두께와 길이, 조

직의 양, 신경의 위치와 경로 및 혈관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훨씬 드

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봉사활동인 성형으로 내면의 건강함과 자신감을 얻도록 

필러를 삽입하는 가벼운 시술에서부터 정교한 3차원 브이라인 수술까

지, 룩앤미 성형외과의 또 다른 장점에는 첨단 설비의 효과를 극대화하

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 성형이란 단지 아름

다움을 얻는 차원을 넘어,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인간관계나 구

직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얻어 생기는 콤플렉스를 치료하는 것도 의미

한다. 자신감을 잃은 환자의 고통을 나누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의사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다. 대학병원 재직 시절 교통사고로 손상된 환자들의 안면부 수술을 

집도하면서 윤곽 성형 전문의가 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성형을 통한 의

료봉사와 자선수술 재능기부에도 힘쓰고 있는 이 원장은 누구나 신뢰

할 수 있는 얼굴 윤곽 전문의가 되기 위해 현재의 집도 기술에 만족하

기보다는 해외 학회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첨단 장비 도입에도 발 빠

르게 대처하고 있다. 안전하고 검증받은 새로운 수술 및 시술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성형 병원은 많지만 처음 성형을 할 때에도, 기존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를 발견한 경우의 재수술로도, 오랜 상담 및 전신마취가 필

수인 정교한 수술이라도 누구에게나 탁월한 선택이 될 전문 병원이 필

요하다. 룩앤미 성형외과는 어떤 상황에서든 각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

과를 안겨줄 것이다.

face from front, side and profile through 3D scanner, which wins much 
confidence from customers under operation. Though petit face-lifting (filler, 
botox, lifting, and fat transplant) is a relatively simple operation, Look&Me 
Plastic Surgery injects it by exclusive-use machine for even application of 
all filler and more natural effect, using Allegan or restylane, materials ap-
proved by the US FDA. 

Small and cubic face, less pain,and fast return to everyday life 
A new cheekbone reduction, a technique specialized by Look&Me Plastic 
Surgery president Lee Seung-chan shortens time, compared to the ex-
isting incision and metal correction, with the strengths of less pain and 
quick recovery. Incising the side cheekbone at 45 degrees and fixing it 
with screws and wire retards recovery and causes heavy pain. Besides, 
after operation, there was a problem of the cheek losing flesh and sagging 
according to age. On the other hand, President Lee’s non-incision and 
non-fixation method incises forepart of the ear with mustache, after anes-
thesia, within one centimeter so that the scar from operation may not be 
conspicuous, sets the side cheekbone in after a bone fracture, and whittles 
off the area of 45-degree cheekbone reviving a cubic effect and consider-
ing personal type of face and the whole impression. Since muscles move 
together in the process of combination, the side cheekbone wrapped up in 
the periosteum postoperatively sticks in a fixed condition as the cut line. 
This gives no need to worry about the drooping of the muscles and cheek. 
In incising the inner mouth, this method makes the recovery period, oth-
erwise taking at least one month, even shorter without need to worry over 
severe pain or swelling. Operation time takes within an hour and the bones 
heal up in around three weeks. The popular V-line surgery on square chin 
is the most difficult one among facial contouring surgeries because it deals 
with the part of the nerves and blood vessels being distributed in concen-
tration. According to President Lee Seung-chan with over a decade surgi-

cal experience for facial part alone, it takes as much as 5 years’ experience 
and knowhow to complete the three-dimensional symmetry against asym-
metry. You can expect a much dramatic effect because, for satisfactory 
results, his method analyzes a face through 3D simulations in advance and 
checks on the width and length of the bones, quantity of tissue, position 
and path of the nerves and state of blood vessels. 

Plastic surgery for helping one with outer beauty gives inner 
health and self-confidence.
From a light operation of inserting filler to delicate 3D V-line surgery, you 
can expect from Look&Me Plastic Surgery another strength of kind and 
detailed consultation that maximizes the effect of high-tech facilities. Here, 
cosmetic surgery means not just the level of obtaining beauty but also 
treating inferiority complex regarding the disadvantage earned from human 
relations, job hunting, etc. in the age of one’s look being competitiveness. A 
doctor who shares the sufferings of a patient who has lost self-confidence 
and makes constant efforts for the best result can present both the beauty 
of her looks and healing of the mind. He became a specialist in contouring 
plastic surgery taking on the facial operation of patients damaged from 
traffic accident and is caring for contributing his talent with charity surgery. 
To be a highly reliable specialist in facial contouring, he is not just satisfied 
with the current operating technique but also moving quickly to introduce 
new information through an overseas academy and advanced equipment. 
Another thing that matters is the fact of using safe and newly tested surgi-
cal and operative materials. Though there are many plastic surgery hospi-
tals, there is a need for specialized hospital as anyone’s excellent choice 
for the first cosmetic surgery, second surgery in case of not being satisfied 
with the existing operation or finding a problem, and for a delicate opera-
tion which absolutely needs a lengthy consultation and general anesthesia. 
Look&Me Plastic Surgery will serve any situation to produce the optimum 
result that each patient may w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