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의약품/건식류 

1. 하제 = 주로 식이섬유를 디톡스, 숙변제거, 포만감유지라는 타이틀을 붙임. 여기에 유산

균, 채소/과일 추출물이 첨가되는 바리에이션이 있음.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선 자극성하제

를 빈번하게 처방함.  

 효능/효과 : 실제 포만감을 주는 용도로도 쓰임. 알긴산염 제품은 나트륨 흡수저하. 일단 

똥이 거대하면, 뭔가 해낸것만 같다. 

 지금은 그런 용도로 잘 안쓰이지만, 원래 숙변제거의 1옵션은 마그밀이었다. 옛날에 이게 

박하향을 첨가한 액제로 나왔었는데, 그 때는 마그밀을 아예 1옵션으로 둔 단식법이 유행

하기도 했었으니.. (7일 단식법 같은거.. 건강서적이 귀하던 시절에 책으로도 나왔다) 

2. 흡수저해 = 지방 흡수저해(제니칼), 탄수화물 흡수저해(..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단 저

해되긴 하는 트랜스클루코시다제) 말 그대로 흡수저해제. 후자는 아직 데이터가 너무 얄

팍하다. 무작위-이중맹검시험을 호기롭게 치뤘지만.. 그나마 장운동성 개선 외에는 결과가 

똥망. 아마, 부분적으로 탄수화물 흡수불량으로 인한 설사유도작용 비스무리한게 아닐까.. 

식이섬유도 크게 하제이지만, 흡수저해 기전을 동시에 갖고는 있다. 장기복용시 무기염류 

흡수도 저해한다고 하니 고맙게도 미네랄제제를 같이 팔 수 있지 않은가… 

3. 대사관련  

 가르시니아 : 구연산 대사 길항제. 근데 이거 위장관계 부작용 + 간독성 이슈로 쓰기 만

만찮음. 오히려 운동기능개선과 신장결석제거(옥살산 농도저하로 화학평형이동?)용도가 앞

으로는 더 쓸만할지도 모름 

 공액리놀레산(CLA) : 쉽게 말하면 육류지방… 인데, 정확한 기전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앳킨스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유사한 결과를 냄(=단기간의 체중감량과 정체기 

및 인슐린저항성 악화) 여튼, 효과가 눈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저질환 없는 손님에게 

초반에 권하기엔 나름의 이유는 있다. 

 홍국 : 빨간 쌀곰팡이.. 인데, 비싸게 사먹는 로바스타틴. 들어있는 양도 대충 로또스럽다

고 보면 됨.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방태우미 : 카페인일 수도 있고, 에페드린일 수도 있고.. 교감흥분이 주요기전. 심리적으

로 흥분상태, 혹은 대사량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어쨌든 열량을 소비하게 한다는 원리인데, 

불친절하게도 지방을 골라서 태워주진 않는다. 하지만 그게 다행인 것이다. 

 건조제(이뇨제) : 인체의 99%는 물이니, 말리면 가벼워진다. 역시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



국에서는 오늘도 라식스가 쏟아져내린다. 

 이담제 : 이게 왜 다이어트냐고? 장간순환개념을 뻘로 배운 약사들이 우루사를 “간의 독

소와 지방찌꺼기 배출”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팔아제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즙

의 과분비 및 재흡수불량은 설사라는 결과로 나타나서 하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

는 똥만 깔끔하게 뽑아주는게 아니라 상당한 확률로 대장이나 회장부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차피 아재들 수요도 적고, 클래임만 많으니 이쪽은 많이 시들해졌다.  

…뭐.. 적당량을 복용하는건 지방간의 산화스트레스 경감으로 지방간염에 대한 방어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지만, 뇌내 소설로는) 있다. 

 짬뽕탕(방풍통성산) : 마황으로 태워주고 대황으로 싸게한다.. 가 기본모토이고 기타 잡스

러운 애들이 물도 빼주고 소염작용도 한다..고 한다.  

4. 기타 보충제 

 미네랄 보충하시고요. 단백질 보충하시고요. 오메가3도 어쩐지 좋을것만 같습니다. 비타민

은 필수지요 넵.  고수들은 상담시 고객을 쳐다보면서 시야에 걸리는 각종 보충제에 대

한 멘트를 같이 준비하기 마련. 먹고 살찌는거 아니면 무엇이든 준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스토리텔링(…) 

 게중에서 미네랄 보충제나 단백질 보충제(보통 아미노산 캡슐종류)정도는 조합에 따라 권

할만하다. 어쨌든 식이섭취량 내지는 흡수량이 줄어드니 그만큼 보충은 해줘야 건강한 살

빼기가 될 것 아닌가. 일단 뱃살은 몰라도 지갑살은 확실히 빼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짬뽕탕도 어쨌든 잘 얻어걸리면 배에서 가스를 덜 생기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은 똥 량이 많아지니 일석이조.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경우는 생균보다는 사균

을 권한다. 어차피 똥뽑는 용도니 효과빠르고 저렴한거..  

5. 총평 

 살좀 빼려고 민감한 대사체계를 건드리는 것 보다는 섭취감소/흡수저하쪽이 리스크가 적

고 효과도 비교적 균일하다. 천조국의 deci-ton단위 비만환자들이 위절제술을 받는걸 보

면 섭취감소쪽이 그 효과의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 대세 메타는 식이섬유(난소화성 당류)로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식

이섬유는 호돌이가 TV에 나올때부터 있던 용어니(미에로 화-이바~) 디토-옥스 정도로 멋

스러운 단어를 붙여주는걸 잊어선 안된다. 그래야 단가가 나오고 마진이 나오니까. 

 어쨌든 자연의 향취가 나고, 유기농의 느낌이 나며, 천연물의 맛이 나는 제품이 잘 팔린



다. 그리고 그런 제품은 대체로 비싸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