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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IMPLANTER

MULTI IMPLANTER
CARTRIDGE

SINGLE IMPLANTER

REPLACEMENT
NEEDLE

INRUT
TRAINING KIT

This device is a hair transplant device used to implant

hair follicles, and is used after installing a cartridge

containing 10 needles containing hair follicles.

Composition

Multi Implanter + Neddles Cartridge

This device is a replacement cartridge consisting of

10 needles and is used after being installed in a multi-

hair Implanter

Size of Needles 0.8 | 1.0 | 1.2 (mm)

This device is a hair transplant device used to implant

hair follicles

Composition

Single Implanter+ Replacement needle

This device is a training kit for hair transplant technique.

Composition Multi-hair transplanter

(non-sterile product) + pad + artificial hair

This device is used after installing it in a single

Implanter.

Size of Needles  0.8 | 1.0 | 1.2 (mm)

Ohdae R&D Center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utomatic hair
transplant devices and robotic arm for dental treatment/hair transplantation for many
years. In the process of lo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RUT team invented INRUT Multi
Hair Implanter, which rotates without any electric device.

INRUT Multi Hair Implanter is a medical device pro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peed of hair
transplantation surgery. Thanks to high speed, it is beneficial to hair transplanters, assistants
and patients. Shortening the whole surgery time means the exposure time of hair follicles in vitro

is also shortened. This affects the survival rate improvement of hair follicles in the end. This
product has been receiving numerous favorable reviews at various international hair transplant
conferences and medical devices exhibitions.
It is currently being sol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long with acquiring GMP, the U.S FDA
and European CE certification.

Besides, the company has long experiences in the metal processing treatment such as cold forging,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thermal treatment and surface treatment etc. and is selling crucial
precise parts such as engines and transmission etc. of vehicles at home and abroad.

Dreaming of being a pioneer in the medical devices field based on the robust corporate structure
in the automotive industry, INRUT team promises that we will be a company beloved by all
customer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 development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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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GROWTH FOUNDATION 

INRUT is dreaming of being a pioneer in the medical devices fiel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 development

COMPANY
INTRODUCTION

CORPORATE
HISTORY

INRUT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s still
moving forward eve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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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HandleStopper CaseNozzle

Needle Cartridge

Nozzle Cover Rear Cover Module

MULTI IMPLANTER
STRENGTHS

INRUT
MULTI IMPLANTER

PRODUCT
COMPOSITION

THE SECRET TO PERFORMING SURGERY TWICE A DAY

This device is intended to support a specialist perform one or two more hair 

transplantation surgeries a day and yet spend less surgical time and suffer 

less from fatigue. This device helps dramatically reduce the operation time 

by reducing the number of hair transplant replacements,which is the 

maximum congestion factor for operation time,to 1/10. 

TRANSPLANTING TEN HAIR FOLLICLES AT A TIME

INRUT, a KNU Multi implanter created by the joint research of the Hair 

Transplantation Cente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ETRI and OHDAE corporation Medical Team supports ten consecutive 

transplantation of hair follicles as the inner needle cartridge rotates with 

out a separate electrical equipment.

ENSURED CLEANLINESS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sanitary conditions of nozzle part and 

push rod that touch the skin when using the conventional implanter. This 

device addressed this issue by making all the parts that come in contact 

with the skin and blood as well as the needles easily replaceable.

USE WITHOUT ADAPTATION PERIOD

Because this device operates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implanter, hair 

transplant specialists don’t have to receive additional training to use it.

THE SECRET TO INCREASED SURVIVAL RATE OF GRAFTS

Extracorporeal exposure time of hair follicles is one of the determining 

factors of survival rate. Reducing the implanting time using this de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after hair transplantation.

USE WITHOUT DISTRACTION

The device allows specialists to focus their attention on the surgical 

area without worrying about losing track of the implanted spot due to 

dispersed line of sight from replacing the implanters. Now that they can 

implant ten hair follicles in a rapid sequence, they can complete the 

procedure more effectively with less eye fatigue. In addition, there is less 

risk of scalp damage and needle shaking inside the scalp since the 

specialists don’t have to move their index finger to handle the implanter.

CONVENIENT STERILIZATION

There is no need to separate the parts, fasten or cover them for steriliza-

tion because the whole unit can be sterilized.

Multi Implanter

Cartridge
Multi Im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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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it channel on the needle comes in two types:
normal and wide. In general, the normal type is
appropriate for hair follicle that is trimmed and
arranged at the upper part, while the wide type is
suitable for untrimmed hair follicle. Select a channel
that matches the hair follicle shape so that the hair
follicle does not slip off the channel during implant.

ERROR CODE. 01

When inserting the needle into the skin, be
careful not to press the rear cover with your
index finger.

ERROR CODE. 02

When removing the needle out of the skin,
there is a possible of the latch release jolt.
The hair implanter must be lifted from the
scalp before the sliding handle clicks.

ERROR CODE. 03

ERROR CODE. 05

If you do not lift the sliding handle all the way up,

the cartridge will not rotate. The handle must

be lifted all the way up until it clicks. Also, it must

be lowered all the way down when lowering.

When the sliding handle is lowered again after
implanting a hair follicle, the next needle sticks
out of the nozzle. Be careful not to accidentally
pierce the scalp with the needle.

ERROR CODE. 04

If the stopper is placed too low, the push rod

will stick out too much from the nozzle.

This will affect the depth of implant, so make

sure to place the stopper at the correct

positio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method.

ERROR CODE. 07

If the stopper is placed too high, the push rod

will not work properly.

It will not temporarily stay at the tip of the nozzle

when the handle is raised. Therefore, make sure

to place the stopper at the correct positio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method.

ERROR CODE. 06

Normal
Channel

Wide
Channel

HAIR TRANSPLANT
METHOD

Search INRUT on YouTube, and check the

details.

INRUT

Hold the handle with your thumb and

middle finger, and gently place your index

finger on the rear cover module.

01. Grabbing the device
Insert needle into the implant spot.

02. Stick needle
Lift the sliding handle to remove needle

out of the skin.

At this time, it is advisable to lift the handle

slightly before it clicks.

03. Remove needle
Lift up the hair transplanter.
Check the condition of the implanted hair follicle.
※
Arranging the hair follicles is recommended after all

10 hair follicles have been implanted.

04. Lift up the hair transplanter
Raising the sliding handle all the way up allows the
cartridge to rotate.
Loosen your index finger completely to lower the
sliding handle all the way down.

※
Take note that the cartridge will not rotate if the sliding

handle is not raised all the way up until it clicks.

If the sliding handle is not lowered completely, the push

rod will not get caught in the latch, causing an error

during implant.

05. Rotate cartridge

QR code scanning

INRUT
ERROR CODE

Search INRUT on YouTube, and check the

details.

INRUT

QR code scanning

How to check the
normal position of stopper

Check whether the push rod temporarily stays

at the tip of the nozzle when the sliding handle

is slowly raised.

P - 07INRUT hair transpla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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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PLACE
THE CARTRIDGE

Rear cover
module*

Needle Cartridge*

Case*

case joint*

Nozzle Cover*

Nozzle*

stopper*

Handle*

Search INRUT on YouTube, and check the

details.

INRUT

QR code scanning

Check the video showing how

to replace the cartridge of the

INRUT multi-implanter on your

mobile.

After separating it by rotating the stopper,

lift up the handle and hold and rotate the

nozzle cover and the nozzle to the right to

separate.

01. Remove nozzle

Pull back the handle and close the needle

cover.

02. Combine needle cover

To make sure it is firmly connected, insert

the rear cover module into the main body. 

06. Combine rear cover module

Twist open the neeedle cover to remove

it.

※

Be careful not to injure your hand on the

sharp needle.

07 . Remove needle cover

Open the latches on the rear cover module

one by one to remove the Rear cover mo-

dule and keep them aside.

03. Remove Rear cover module

Remove the used cartridge and discard it

with the nozzle and nozzle cover.

After cleaning/disinfecting the other parts

(rear cover module, stopper, body), sterilize

and  wait for reuse.

※

Use sterilizing method for non-critical items

04. Clean and sterilize parts

Prepare a new needle cartridge and a

nozzle, nozzle cover.

Insert the new needle cartridge into the

case.

05. Prepare new cartridge and
03. nozzle

Combine the new assembled nozzle and

nozzle cover to the body.

08. Combine nozzle, nozzle cover 09 . Combine stopper

With the nozzle cover taken off, slightly raise the
sliding handle to check whether the push rod stays
at the tip of the nozzle.

※
When removing the nozzle cover, pull back the sliding

handle to prevent the damage of needles.

Wind the stopper all the way in to combine it with
the case, and then loosen it two notch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place it in the correct
position.

※
Malfunction may occur if the stopper ring is not placed

in the correct position.

10. Check operability

P - 09How to Replace the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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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UT
SINGLE IMPLANTER

PRODUCT
COMPOSITION

A hair transplanter that can implant hair follicles directly

into the transplant site

Hair transplanter with a high survival rate by reducing the

exposure time of hair follicles in the air

A lightweight hair transplanter that can easily adjust the

direction and angle of the hair

Since the length of the needle can be adjusted, the burden

on the scalp is reduced during transplantation

Hair transplanter that enhances the user's grip

Hair transplanter for increased convenience of assembly

and disassembly

Single

Implanter

Single Implanter

Replacement Needle

SINGLE
IMPLANTER
STRENGTH

Needle hubNeedleNeedle CapCase

SpringPush rod Body  Rear cover

Needle regulator

  
  

Adjust the length of push rod and 
assemble at the upper   end of the 
body to aid spring action.
Supporting part with one finger 
on the rear cover to lift the case. 

The part where the main parts are 
assembled, and the body itself 
does not move

The role of holding the hair transplant 
device by hand and performing the 
procedure.
Fix the needle hub and the outer 
diameter of the needle varies 
depending on the color of the case.
Blue : 1.0mm / Green : 0.8mm /
Red : 1.2mm

Rear cover Body

  
  

  
  

Case

Needle Regulator Needle

The role of adjusting the length of the 
needle that is assembled on the body 
and protrudes at the bottom end of 
the body by turning it along the 
thread.

Insert into the scalp where the hair 
follicle is mounted.
(outer diameter of the needle(mm) : 
0.8 / 1.0 / 1.2)

P - 11INRUT Single Im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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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HAIR
TRANSPLANTER

HOW TO REPLACE
THE CARTRIDGE

HAIR TRANSPLANT
METHOD

01. Hair follicle loading

Insert hair follicles in front of

the needle to allow hair follicles

to enter the needle.

Insert the needle into the proper

position of the scalp you want

to implant.

02. Stab the needle

03. Pull out the needle

Press the rear cover and lift the

case upwards to pull out the

needle so that  the hair follicles

are inserted into the scalp.

With the case raised, turn the needle

regulator clockwise to remove it.

01. Remove the needle
       regulator

Hold the rear cover and turn the case clock-

wise to separate it in the direction of the

needle.

02. Detach the case

Hold the front part of the body, turn the

rear cover counterclockwise, and remove

the push rod and spring

03. Remove the Rear cover

Wash and sterilize recombination parts.

※

recombination parts: 

rear cover, needle regulator, push rod,

spring, body, case

05. Cleaning and
       sterilization of parts

Prepare a new replacement needle and

insert the replacement  needle into the

body.

06 . Replacement Needle
        Preparation

Insert the push rod and spring into the

groove of the needle hub and turn the rear

cover clockwise to join.

07. Rear cover coupling

Insert the case counterclockwise into the

body. Turn the needle regulator counter-

clockwise to engage it.

※

How to adjust the length of the needle:

Turn the needle adjuster counterclockwise to

shorten the length of the needle.

Turn the needle regulator clockwise to increase

the length of the needle.

08 . Case and needle
        regulator

Remove the used needle from the body and

remove it.

※

The needle used for one patient in one

treatment is a disposable product, so be

sure to discard it after use. Do not reuse. 

04. Detach the needle

Cleaning
and

Sterlization

Remove
(Dispo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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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조사는 모든 제품을 최초 출고 시 EO gas 멸균된 상태로 배송하고 있음 ｜  본 기기의 제조사는 본 제품에 대한 멸균 방법으로 EO gas 멸균법을 지정하고 있음

 본 제품을 고온에 노출시키지 말 것 [고온 증기멸균(Autoclave sterilization) 할 수 없음] ｜  재사용 기구와 물품은 소독이나 멸균 전에 철저히 세척할 것

 기타 멸균 방법에 대한 소독과 멸균 지침은 다음과 같음 [한국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 Slit Distance (In the case of ø1.0 needle) 0.28mm

INRUT
NEEDLE TYPE

INRUT 바늘 타입은 사용 용도에 맞춰 선택 및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WAYS TO STERILIZE

슬릿 채널

바늘 외경
사이즈*

슬릿 채널*

모낭 길이
대응*

바늘 끝
타입*

바늘 외경 사이즈

바늘 끝 타입

모낭 길이 대응

절개법(FUT) 또는 비절개법 (FUE)을 통해 채취 된

모낭을 Trim한 teardrop 형태의 모낭 로딩에 적합

비절개법(FUE)를 통해 채취 된 모낭 중 추가 Trim을

하지 않거나, 크기가 큰 모낭군 로딩에 적합

Slit Distance
0.40 ±0.05mm

Slit Distance
0.28 ±0.02mm

Normal
Channel

Wide
Channel

For general hair follicle For long hair follicle

Sharp type Dull type

ø0.8 size ø1.0 size ø1.2 size

E.O.(Ethylene oxide) 가스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Hydrogen peroxide gas plasma)

2% 이상 글루 탈 알데하이드 (Glutaraldehyde)

[Cidex, Glutaral, Widex, Totacid-28]

20~25도, 10시간

7.5%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6시간

과초산 (Peracetic acid)을 사용할 경우 금속

부식에 각별히 주의할 것

니들 카트리지 고 위험 기구(Critical items)

글루 탈 알데하이드 (Glutaraldehyde)

[Cidex, Glutaral, Widex, Totacid-28]

2% 20도, 20분 / 2.5% 35도, 5분

0.55% 올소-프탈알데히드

(Ortho-phthaladehyde, OPA)[Cidex-OPA]

20도, 12분 / 25도 5분

7.5%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0분

650~675ppm 이상 차아염소산염 (Hypochlorite)

10분 [사용 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

노즐 준 위험 기구(Semicritical items)

유효염소량 100ppm 이상 차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1분 이상

페놀계 소독제 1분 이상

아이오도퍼 소독제 1분 이상

4급 암모늄염 제제 1분 이상

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1분 이상

그 외 케이스 부품 비 위험 기구(Non Critical item)

 The manufacturer delivers all products in a sterilized condition after EO gas processing at the time of shipment.

 The manufacturer of this device specifies the EO gas sterilization method as the sterilization method for this product.

 Do not expose this product to high temperatures. [This product may not be sterilized in an autoclave.]

 Reusable instruments and items should be thoroughly cleaned before disinfection or sterilization.

 Guidelines for othe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methods are as follows. [Guidelines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Slit Distance (In the case of ø1.0 needle) 0.28mm

INRUT
NEEDLE TYPE

The type of INRUT needles can be selected and customized in line
with its usage.

WAYS TO STERILIZE

Slit channel

Size of needle

external diameter*

Slit channel*

Correspondence

with length of

hair follicle*

Type of

needle tip*

Size of needle external diameter

Type of needle tip

Correspondence with length of hair follicle

Suitable for loading trimmed teardrop-shaped hair follicles harvested

through the incisional FUT(follicular unit transplantation) method

or the non-incisional FUE(follicular unit extraction) method

Suitable for loading untrimmed or large follicular units among

follicular units harvested through the non-incisional (FUE)

method

Slit Distance
0.40 ±0.05mm

Slit Distance
0.28 ±0.02mm

Normal
Channel

Wide
Channel

For general hair follicle For long hair follicle

Sharp type Dull type

ø0.8 size ø1.0 size ø1.2 size

Needle cartridge (Critical items) Nozzle (Semicritical items)

EO (Ethylene oxide) gas

Hydrogen peroxide gas plasma

2% or higher concentration glutaraldehyde

[Cidex, Glutaral, Widex, Totacid-28]

20~25°C, 10 hours

7.5% Hydrogen peroxide, 6 hours

When using peracetic acid, be extra cautions

about metal corrosion.

Glutaraldehyde

[Cidex, Glutaral, Widex, Totacid-28]

2%, 20°C, 20 minutes / 2.5%, 35°C, 5 minutes

0.55% Ortho-phthaladehyde (OPA)

[Cidex-OPA]

20°C, 12 minutes / 25°C, 5 minutes

7.5% Hydrogen peroxide 30 minutes

650~675 ppm or higher concentration

Hypochlorite, 10 minutes

[Product made by electrolysis at the place of use]

Sodium hypochlorite with effective chlorine content

of 100 ppm or more for 1 minute or longer

Phenolic disinfectants for 1 minute or longer

Iodophor disinfectants for 1 minute or longer

Quaternary Ammonium Chloride for 1 minute or

longer 

70~90% alcohol (Ethanol/Isopropanol) for

1 minute or longer

Other parts of case (Non Critical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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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 R&D Center는 자동모발이식장치와 치과용, 식모기용 ARM등을 수년간 연구,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개발과정에서 전기장치 없이 회전하는 멀티형 모발이식기 INRUT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INRUT는 수술속도 개선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로 속도개선에 따른 시술자, 보조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품입니다. 시술시간 감소로 모낭의 체외 노출시간을 감소시켜 생착율 향상

에도 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국제모발이식학회와 각종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GMP, 미국 FDA와 유럽 CE인증을 획득하여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냉간단조, 정밀절삭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가공처리에 오랜 경험을 가진

회사로 자동차 엔진, 미션 등의 주요 정밀부품을 생산,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야의 탄탄한 기업구조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분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7.01

의료기기 사업 시작

2019.09

의료용 모발이식기

출하

2020.06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상공회의소]

2021.02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인증 [IGC인증원]

2022.02

법인 상호 변경

[오대금속(주)

   → (주)오대]

1987.04

유망 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1978.07

오대금속(주)설립

2018.08

다발형 모발이식기

특허 등록

2019.10

멀티 모발이식기

 미국 FDA 인증

2020.06

INRUT 상표등록

2021.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2009.02

기술연구소

설립

2018.12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0.05

멀티 모발이식기

특허 등록

2020.08

스타기업 100 지정

[대구광역시]

2021.12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2009.06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

[중소벤처기업부]

2019.04

의료기기 GMP

적합 인증 [KTR]

2020.05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0.08

멀티 모발이식기

유럽 CE 인증

2021.12

지식재산 경영 인증

[특허청]

ESTABLISHMENT GROWTH FOUNDATION 

CORPORATE
HISTORY

INRUT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INRUT를 소개합니다.
COMPANY
INTRODUCTION

P - 17INRUT About us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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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UT
PRODUCT

본 장치는 모낭을 이식하는데 사용되는 모발이식 장치로
모낭이 담긴 바늘 10개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설치한
후 사용한다.

구성 요소 멀티 모발이식기 + 카트리지

본 장치는 바늘 10개가 구성되어 있는 교체용
카트리지로 멀티 모발이식기에 설치한 후 사용한다.

바늘 규격 0.8 | 1.0 | 1.2 (mm)

본 장치는 모낭을 이식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발 이식
장치이다.

구성 요소 단발형 모발이식기 + 교체용 바늘

본 장치는 식모방법에 대한 연습용 키트이다.

구성 요소
연습용 모발이식기(비멸균품) + 패드 + 인조모

본 장치는 교체용 바늘로 단발형 모발이식기에 설치한
후 사용한다.

바늘 규격  0.8 | 1.0 | 1.2 (mm)



MULTI IMPLANTER
STRENGTHS

INRUT
MULTI IMPLANTER

PRODUCT
COMPOSITION

하루에 한번 더 수술하는 비법

본 장치가 지향하는 바는 한 명의 전문의가 하루에 수행하는 수술의 횟수를 기존 대비 1-2회 

더 수행해도 수술시간과 피로감은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 번 들고 열 번 심는 비법

경북대학교 모발이식센터, (주)오대 메디컬팀의 공동연구로 탄생한 INRUT 멀티식모기는 

별도의 전기 장치 없이 회전하면서10회 연속 모낭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결함 보장

바늘만 교체할 수 있는 기존 식모기와 달리 본 장치는 바늘은 물론 피부와 혈액이 닿았던 모든 

부품을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어 청결함이 보장됩니다.

적응 없이 사용 가능

본 장치의 작동법은 기존 식모기와 동일하므로 모발이식수술 전문의라면 사용을 위한 별도의 

수행과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착률 향상

모낭의 체외 노출시간은 생착률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본 장치를 활용한 

식모시간의 단축은 생착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시간 단축

통상의 모발이식  전문의가 식모하는 행동을 분석하면, 두피에 모낭을 식모하는 시간보다 

식모기를 교체하는데 2-3배의 시간을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장치는 수술시간의 최대 정체요인인 식모기 교체횟수를 1/10로 줄여줌으로써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선 분산 없이 사용

이제 식모기 교체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어 식모했던 위치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하지 

않아도 됩니다.10번을 바로 심을 수 있으니 눈의 피로도 줄어 들고, 두피에 바늘을 삽입 하고 

나서 검지를 올리느라 두피 속에서 바늘이 흔들리고 두피를 손상시킬 염려도 줄어듭니다.

간편한 멸균

멸균을 위해 멸균 부품을 분리, 체결, 커버링 할 필요없이 통째로 멸균이 가능합니다.

뒷마개 모듈손잡이스토퍼 본체노즐

니들 카트리지

노즐 커버

Multi Implanter

Cartridge
Multi Implanter 

P - 19INRUT Multi Implanter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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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TRANSPLANT
METHOD

YouTube에 INRUT를 검색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INRUT

엄지와 중지로 손잡이를 잡고, 검지를 뒷마개

모듈에 가볍게 올린다.

01. 멀티식모기 잡기

식모할 자리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02. 바늘 찌르기

손잡이를 들어올려 바늘이 피부에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이때, 딸깍 소리가 나기 전 까지만 손잡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03. 바늘 빼기

식모기를 들어올리고 식모된 모낭 상태를 확인

합니다.

※

모낭 정리 작업은 10개의 모낭을 모두 식모한 다음

한 번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4. 식모기 들어올리기

식모가 끝나고 손잡이를 완전히 들어 올리면, 카트

리지가 회전하며 바늘이 교체됩니다. 검지에 완전히

힘을 빼서 손잡이가 완전히 내려가도록 합니다.

※

손잡이를 끝까지 올리지 않으면 카트리지가 회전하지 않음

으로 주의합니다. 손잡이를 완전히 내리지 않으면 철심

로드가 걸쇠에 걸리지 않아 식모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05. 카트리지 회전시키기

바늘의 슬릿 채널은 노멀 타입과 와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낭 윗부분을 트리밍하여

정리한 모낭은 노멀타입, 논 트리밍한 모낭은 와이드

타입이 적절합니다. 식모 중 모낭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낭 형상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ERROR CODE. 01

바늘을 피부에 찔러 넣을 때, 검지로 후면 커버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RROR CODE. 02

바늘을 빼낼 때 걸쇠 해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딸깍

소리가 나기 전에 식모기를 들어올려야 합니다.

ERROR CODE. 03

INRUT
ERROR CODE

YouTube에 INRUT를 검색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INRUT

QR코드 스캔

ERROR CODE. 05

손잡이를 끝까지 들어 올리지 않으면, 카트리지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잡이를 끝까지 들어

올려야 하며, 내릴 때도 끝까지 내려야 합니다.

식모 후 손잡이를 다시 내릴 때, 다음 바늘이 노즐

밖으로 돌출됩니다. 이때, 의도치 않게 바늘이

두피를 찌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RROR CODE. 04 스토퍼 정상 위치

손잡이를 천천히 들어 올릴 때, 노즐 끝에 철심이

일시적으로 머무는지 확인한다.
QR코드 스캔

스토퍼의 위치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철심이 노즐

밖으로 너무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식모 깊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스토퍼

위치 조절법에 따라 정확하게 위치시키세요.

ERROR CODE. 07

스토퍼의 위치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철심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노즐 끝에 머물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스토퍼 위치 조절법에 따라 정확하게 위치

시키세요.

ERROR CODE. 06

Normal
Channel

Wid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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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PLACE
THE CARTRIDGE

YouTube에 INRUT를 검색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INRUT

스토퍼를 돌려 분리한 후, 손잡이를 올리고

노즐커버와 노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분리해줍니다.

01. 노즐 분리

손잡이를 뒤로 당기고 바늘 커버를 결합해

주세요.

02. 바늘 커버 결합

뒷마개 모듈의 걸쇠를 한 쪽 씩 분리한 후 잘 보관

해주세요.

03. 뒷마개 모듈 분리

사용한 카트리지를 꺼낸 후 노즐, 노즐커버와 함께

폐기합니다.

그 외 부품(뒷마개 모듈, 스토퍼, 본체)은 세척/

소독 후 멸균하여 재사용 대기합니다. 

※

비위험군 소독방법 사용

04. 부품 세척 및 멸균

새 바늘 카트리지와 노즐, 노즐커버를 준비하고

케이스에 새 카트리지를 넣어주세요.

05. 새 카트리지 준비

뒷마개 모듈을 본체에 삽입하여 확실히 결합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06. 뒷마개 모듈 결합

바늘 커버를 돌려 빼주세요.

※

날카로운 바늘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7 . 바늘 커버 분리

조립된 새 노즐과 노즐 커버를 본체에 결합합니다.

08. 노즐, 노즐커버 결합

스토퍼를 끝까지 돌려서 결합한 뒤 반대 방향

으로 2칸 풀어줍니다.

※

정확한 위치에 오지 않으면 작동 오류 발생

09 . 스토퍼 결합

노즐 커버를 뺀 상태에서, 손잡이를 약간 들어올려

노즐에 철심이 머무는지 확인해주세요.

※

노즐커버를 뺄땐, 바늘이 손상되지 않도록 손잡이를

올린상태로 빼주세요.

10. 작동성 확인

QR코드 스캔

INRUT 멀티 모발이식기의

카트리지 교체방법 영상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뒷마개
모듈*

바늘카트리지*

본체*

케이스 홈*

노즐커버*

노즐*

스토퍼*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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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OSITION

모낭을 이식 부위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모발 이식기

공기중에서 모낭의 노출 시간을 줄여주어 높은 생착률을
가지는 모발이식기

모발의 방향과 각도 조절이 용이한 가벼운 모발이식기

바늘 길이 조절이 가능하므로 이식 시, 두피에 부담을 경감

사용자의 그립감을 높인 모발 이식기

조립 및 분해의 편의성을 높인 모발이식기

Single

Implanter

Single Implanter

Replacement Needle

바늘허브바늘바늘캡케이스

스프링철심 몸체 뒷마개

바늘조절기

철심의 길이를 조절하고 몸체 위쪽 끝 부분에 조립

 되어 스프링 작용을 돕는 역할

케이스를 들어올리기 위해 뒷마개에 한 손가락을

대고 지지하는 부분

뒷마개

주요 부품이 조립되는 부분으로 몸체자체는 움직

임이 없음

몸체

모발이식장치를 손으로 잡고 시술하는 역할

바늘 허브를 고정하고 케이스 색상에 따라 바늘의

외경이 다름

파란색 : 1.0mm / 초록색 : 0.8mm /

빨간색 : 1.2mm

케이스

몸체에 조립되어 나사산을 따라 돌려 몸체 아래쪽

끝 부분에 돌출되는 바늘의 길이를 조절하는 역할

바늘조절기

모낭이 장착되는 부위로 두피에 삽입

(니들 외경(mm) : 0.8 / 1.0 / 1.2)

바늘

P - 25INRUT Single Im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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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UT
SINGLE IMPLANTER

SINGLE
IMPLANTER
STRENGTH



SINGLE HAIR
TRANSPLANTER

HOW TO REPLACE
THE CARTRIDGE

HAIR TRANSPLANT
METHOD

바늘 안에 모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 앞에서 안쪽으로

모낭을 끼워줍니다.

01. 모낭 로딩

이식하고자 하는 두피의 적정

위치에 바늘을 찔러 삽입합니다.

02. 바늘 찌르기

뒷마개를 눌러 케이스 상부로

들어올려 모낭이 두피 내로 삽입

되도록 바늘을 빼냅니다.

03. 바늘 빼기

케이스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바늘 조절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01. 바늘 조절기 분리

뒷마개를 잡고 케이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바늘 방향으로 분리시킵니다.

02. 케이스 분리

몸체의 앞부분을 잡고 뒷마개를 반시계방향

으로 돌려 분리 후 철심과 스프링을 꺼내어

줍니다.

03. 뒷마개 분리

재결합 부품은 세척과 멸균을 해줍니다.

※

재결합 부품:

뒷마개, 바늘조절기, 철심, 스프링, 몸체, 케이스

05. 부품 세척 및 멸균

새 교체용 바늘을 준비하고 몸체에 교체용

바늘을 넣어줍니다.

06 . 교체용 바늘 준비

철심과 스프링을 바늘허브의 홈에 맞춰 끼운

후 뒷마개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결합해줍니다.

07. 뒷마개 결합

몸체에 케이스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끼워

줍니다. 바늘 조절기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결합해줍니다.

※

바늘 길이 조절법

바늘 조절기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바늘 길이가 짧아짐.

바늘 조절기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바늘 길이가 길어짐.

08 . 케이스 및 바늘 조절기 결합

사용한 바늘은 몸체에서 꺼내어 분리합니다.

※

1회 시술시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은 일회용

제품이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폐기합니다. 

04. 바늘 분리

세척 및 멸균 폐기
(1회용 제품)

P - 27INRUT Single Implanter

P - 26 A secret method of lifting only once and planting ten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