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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비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만 중년
남성 7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부비만 동반군은 327명,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은 470명이며, 두 군간에 공복
혈당(p<0.001), HbA1c(p=0.003), 인슐린(p<0.001), HOMA-IR(p<0.001)은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지수는 복부비만 동
반 유무와 관계없이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체질량지수는 복부비만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저하의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중년 비만 남성의 건강관리
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수행 및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체질량지수의 지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체질량지수, 인슐린저항성, 베타세포기능, 비만유형,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nted to confirm the relevance between body mass index(BMI) and insulin 
resistance and beta-cell function based on abdominal obesity in obese middle-aged men. This study 
targeted 797 obese middle-aged men who had undergone health checkups at general hospitals in 
Gyeonggi-do from January 2018 to June 2020. There were 327 in the group with abdominal obesity and 
470 in the group without abdominal obesity. Glucose(p<0.001), HbA1c(p=0.003), insulin(p<0.001), 
HOMA-IR(p<0.001) was different between groups. BMI was a factor affecting insulin resistance and beta 
cell function regardless of the with or without of abdominal obesity. BMI wa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disease of insulin resistance and beta cell functional degradation regardless of the with or without 
of abdominal obes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anage the indicators of the BMI 
through exercise programs and regular checkups for health management of middle-aged obes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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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신체활동 감소와 과도한 열량섭취로 인

해 비만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성인이 비만으로 추정되고 있다[1,2]. 비만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
자이며[3-5], 신체적,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6,7]. 또한 비만은 인슐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
병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8], 비만 측정지표인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증가함에 따라 당
뇨병 발병위험이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9,10]. 

인슐린저항성은 근육, 지방 및 간세포에서 인슐린 반
응성이 감소되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여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저항성을 보상하지 
못하면 고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다[11]. 인슐린저항성이 
증가하면 베타세포의 탈분화(dedifferentiation) 및 세
포사멸을 일으켜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능력이 저하된
다[12,13].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장애는 제 2형 
당뇨병 발병의 두 가지 주요 특징 일뿐만 아니라 심근 대
사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은 인슐린저항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14,15]. 

HOMA(homeostasis model assessment)지수는 역
학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슐린저항성과 췌장 베타세포
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16]. 다낭성 난
소증후군 환자에서 높은 HOMA-IR(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은 비만, 복
부비만,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과 관련이 있었다[14]. 
또한 Chung 등[17]은 제 2형 당뇨환자에서 체질량지수가 
HOMA-IR, 인슐린민감도 및 HOMA-β(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beta cell function)와 연관성
을 가지며, 체질량지수의 증가는 췌장 베타세포 기능 악
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체질량지수는 
인슐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
며, 심혈관계 위험요인 및 췌장 베타세포 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인슐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의 원인으로 비만이 강조되어 왔으며, 체질량지수
가 높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 인슐린저항성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된다[18]. 비만의 대사합병증과 관련된 주요 
원인으로 총 체지방량보다 체지방의 분포 양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19]. 체질량지수가 유사한 경우라도 
복부내 지방축적은 고혈압, 내당능장애, 뇌졸중 이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22]. 복부비만은 

축적된 내장지방에 의해 나타나며, 총 체지방량보다 인슐
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
다[2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
성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복부비만이 동반된 비
만 유형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로 측정한 비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른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비만지
표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내에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1
세 이상 60세 이하의 비만 중년 남성 7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검진 설문지와 검사 소견상에 간 및 신장 질
환자, 당뇨병 병력이 있고 당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을 복용하는 자, 결측치를 포함하는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 25 kg/m2이상이면 비만
으로 진단하였다[24]. 복부비만은 허리둘레 90 cm 이상
으로 정의하였으며[24], 체질량지수로 측정한 비만한 중
년 남성 중 복부비만을 동반한 군은 327명,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군은 470명으로 분류되었다.

2.2 연구방법
2.2.1 신체계측
Inbody 720 체성분 분석기(Biospace Co., Seoul, 

Korea)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허
리둘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늑골 
하단부와 장골능 상부의 중간 부위를 줄자로 측정하였다.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의 가장 큰 부분의 골반부위를 측
정하였다. 허리/엉덩이 비(waist to hip ratio, WHR)는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누었으며, 허리/신장 비
(waist to height ratio, WHtR)는 허리둘레를 신장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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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esity (n=470) Obesity with abdominal obesity (n=327) p-value

Age (years) 49.44±5.55 49.81±5.71 0.366

Height (cm) 169.44±5.63 172.26±5.51 <0.001

Weight (kg) 74.72±5.56 82.81±8.08 <0.001

WC (cm) 84.80±4.29 94.35±4.35 <0.001

WHR 0.88±0.04 0.93±0.03 <0.001

WHtR 0.50±0.02 0.54±0.02 <0.001

BMI (kg/m2) 26.05±1.18 27.92±2.14 <0.001

Glucose (mg/dL) 95.22±19.52 101.40±25.84 <0.001

HbA1c (%) 5.75±0.71 5.94±0.97 0.003

Insulin (µU/mL) 5.64±2.82 6.95±3.20 <0.001

HOMA-IR 1.35±0.78 1.78±1.04 <0.001

HOMA-β 72.63±43.70 78.83±48.48 0.060

Systolic BP (mmHg) 114.95±13.21 117.17±13.41 0.020

Diastolic BP (mmHg) 74.23±9.84 76.16±10.89 0.009

Triglyceride (mg/dL) 158.17±102.20 186.15±103.34 <0.001

Total cholesterol (mg/dL) 201.20±36.40 199.88±33.49 0.606

HDL-cholesterol (mg/dL) 49.28±10.67 46.51±9.21 <0.001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2) Abbreviations: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 to hip ratio; WHtR, waist to height ratio; BMI, body mass index; HbA1c, hemoglobin A1c;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β,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beta-cell function; BP,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2.2 혈액검사
혈액분석을 위해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채혈한 후 

공복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은 
TBA-2000FR NEO(Toshiba, Tokyo, Japan) 자동분
석기로 측정하였다.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는 Variant II(Bio Rad, CA, USA) 검사장비로 
측정하였고 인슐린은 Roche Modular Analytics 
E170(Roche, Mannheim, Germany) 면역 자동분석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을 분비
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은 HOMA-IR과 HOMA-β로 
평가하였다. Matthews가 제시하는 계산식에 따라 
HOMA-IR은 [공복 인슐린 농도(μU/mL)×공복 혈당
(mg/dL)/405], HOMA-β는 [360×공복 인슐린 농도(μ
U/mL)×공복 혈당(mg/dL)-63]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6]. 인슐린저항성 기준은 HOMA-IR ≥3.0이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진단하였다[25]. 또한 HOMA-β의 이상치를 
명시하는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HOMA-β치가 중앙값 이상이면 높은군, 중앙값 미만이
면 HOMA-β치가 낮은군으로 베타세포 기능저하로 정의
하여 분류하였다[26]. 본 연구에서 HOMA-β의 중앙값
은 67.30이었다.

2.3 통계학적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Windows

용 IBM SPSS 21.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
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비만한 중년 남성을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인체측정학적 
지표 및 혈당관련 지표의 차이 검증은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체질량
지수와 혈당관련 지표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통해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인슐린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
포 기능저하에 대한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비만지표의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령,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
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을 보정한 후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 WHR, WHtR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
포 기능저하의 발병간에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p값이 0.05 미만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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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aist circumference < 90cm Waist circumference ≥ 90cm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Glucose (mg/dL) -0.029 0.525 0.116 0.037

HbA1c (%) 0.013 0.773 0.228 <0.001

Insulin (µU/mL) 0.238 <0.001 0.392 <0.001

HOMA-IR 0.190 <0.001 0.366 <0.001

HOMA-β 0.210 <0.001 0.179 0.001
1) Abbreviations: See Table 1.

Table 2. The relationship of BMI, blood glucose related biomarkers with and without abdominal obesity

Variable
Waist circumference < 90cm Waist circumference ≥ 90cm

β SE 95% CI p-value β SE 95% CI p-value

BMI (kg/m2) 0.156 0.028 0.048-0.159 <0.001 0.295 0.030 0.084-0.204 <0.001

WC (cm) 0.203 0.014 0.011-0.064 0.006 0.044 0.016 -0.022-0.043 0.528

WHR -0.098 1.173 -3.971-0.638 0.156 0.059 1.459 -1.178-4.564 0.247

WHtR -0.066 2.010 -5.754-2.145 0.370 -0.022 2.737 -6.211-4.559 0.763

R2=0.406, adjusted R2=0.392 R2=0.538, adjusted R2=0.522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Adjusted for age, BP, glucose,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 parameters and insulin resistance with and without abdominal obesity

3. 결과

3.1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성
비만한 중년 남성을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라 집단

을 구별하여 집단간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
이가 없었다. 인체측정 지표인 신장, 체중, 허리둘레, WHR, 
WHtR, 체질량지수는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보다 
복부비만 동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01). 
혈당관련 지표인 공복혈당(p<0.001)과 HbA1c(p=0.003), 
인슐린(p<0.001), HOMA-IR(p<0.001)은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보다 복부비만 동반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나, HOMA-β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축기
(p=0.020)와 이완기 혈압(p=0.009), 중성지방(p<0.001), 
HDL-콜레스테롤(p<0.001)은 복부비만 동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3.2 체질량지수와 혈당관련 지표간의 상관성
비만 중년 남성의 복부비만 동반 유무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포함한 인체측정 지표와 혈당관련 지표간의 상관
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인슐린(r=0.238), HOMA-IR(r=0.190), HOMA-
β(r=0.210)는 체질량지수와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냈다. 
복부비만 동반군에서는 공복혈당(r=0.116), HbA1c(r=0.228), 
인슐린(r=0.392), HOMA-IR(r=0.366), HOMA-β(r=0.179)는 
체질량지수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3.3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에 대한 체질량
지수의 영향

연령,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
스테롤을 보정한 후 비만 중년 남성의 복부비만 동반 유
무에 따른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확
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
군과 동반군 모두에서 체질량지수[β(SE), 0.156(0.028) 
vs. 0.295(0.030)]는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었으며, 허리둘레[β(SE), 0.203(0.014)]는 복부비만
을 동반하지 않은군에서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WHR, WHtR은 인슐린저항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또한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에서 체질량지수[β(SE), 0.179(1.717)]와 허리둘
레[β(SE), 0.187(0.826)]는 췌장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WHR과 WHtR은 베타세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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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aist circumference < 90cm Waist circumference ≥ 90cm

β SE 95% CI p-value β SE 95% CI p-value

BMI(kg/m2) 0.179 1.717 3.148-9.897 <0.001 0.173 1.724 0.502-7.285 0.025

WC(cm) 0.187 0.826 0.259-3.504 0.023 0.084 0.933 -0.910-2.761 0.322

WHR 0.002 71.505 -138.750-142.291 0.980 0.014 82.585 -143.455-181.531 0.818

WHtR -0.146 122.538 -459.881-21.735 0.074 0.006 154.896 -294.803-314.742 0.949

R2=0.270, adjusted R2=0.253 R2=0.311, adjusted R2=0.287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Adjusted for age, BP, glucose,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 parameters and beta cell function with and without abdominal obesity

Variable

Insulin resistance

Waist circumference < 90cm Waist circumference ≥ 90cm

Odds ratio 95% CI p-value Odds ratio 95% CI p-value

BMI (kg/m2) 1.569 1.030-2.388 0.036 1.429 1.036-1.972 0.030

WC (cm) 1.094 0.882-1.357 0.412 1.048 0.908-1.211 0.521

Variable

Beta cell function

Waist circumference < 90cm Waist circumference ≥ 90cm

Odds ratio 95% CI p-value Odds ratio 95% CI p-value

BMI (kg/m2) 1.349 1.112-1.637 0.002 1.265 1.059-1.512 0.009

WC (cm) 1.079 1.010-1.153 0.024 1.032 0.943-1.129 0.499
1) Abbreviations: See Table 1, CI; confidence interval.
2) Adjusted for age, BP, glucose,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Table 5. Risk factors of insulin resistance and beta cell function with and without abdominal obesity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복부비만 동반군에서 
체질량지수[β(SE), 0.173(1.724)]는 베타세포 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허리둘레, WHR, 
WHtR은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3.4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저
하 발병간의 관련성

연령,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
스테롤을 보정한 후 비만 중년 남성의 복부비만 동반 유
무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기능 저하 발병간의 관련성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복
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에서 체질량지수가 1 증가할수
록 인슐린저항성 발병 가능성은 1.57배 정도 증가하며
(p=0.036), 베타세포 기능저하의 발병 가능성은 체질량
지수가 1 증가할수록 1.35배 가량 증가하였다(p=0.002). 
또한 허리둘레가 1 증가할수록 베타세포 기능저하 발병 
가능성은 1.08배 증가하였다(p=0.024). 복부비만 동반
군에서 체질량지수는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저

하 발병과 관련이 있었으나, 허리둘레는 질환발병과 관련
이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비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비만 유형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는 복부
비만 동반 유무와 무관하게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인슐린저항성 및 베
타세포 기능저하 발병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허리둘레
는 복부비만 동반군에서는 질환 발병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비만은 인슐린저항성 및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하며, 체
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저항성의 위험은 증가
한다[27]. Chen 등[28]은 체질량지수와 심혈관계 위험
인자,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
적으로 인슐린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이 악화되며, 인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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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감수성 및 베타세포 기능과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9,30]. 

고인슐린혈증 정상혈당 클램프(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는 직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측
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지만, 검사방법의 복잡성 때
문에 임상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다[31]. HOMA-IR은 인
슐린저항성을 추정하는 도구로 정상혈당 클램프에 의해 
평가된 인슐린저항 지수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16]. 
또한 HOMA-β는 정맥 내 포도당 내성시험 또는 고혈당 
클램프 기법과 비교하여 베타세포 기능을 추정하는데 우
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32].

본 연구결과 HOMA-IR은 복부비만을 동반한 비만군
에서 복부비만을 동반하지 않은군보다 높았으나, HOMA-β
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비만지표 중 체질량지수는 복
부비만 동반유무와 관계없이 인슐린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허리둘레는 복부비
만을 동반하지 않은군에서 인슐린저항성과 베타세포 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체질량지수는 복부
비만을 동반유무와 관계없이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저하의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허리둘레는 복부비만
을 동반하지 않은군에서 베타세포기능 저하 발병과 관련
이 있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체질량지수가 
HOMA-IR 및 HOMA-β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8]. 체질량지수는 고혈압, 제 2형 당뇨
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
포 기능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만 중년 남성의 복부비만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체질량지수는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
과 관련성을 보였다. 

체질량지수의 증가는 제 2형 당뇨병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이며[33], 체질량지수가 27 kg/m2이상인 경우 23 
kg/m2미만인 대상자보다 당뇨병의 상대적 위험이 높다
고 보고된다[34]. Chung 등[17]은 체질량지수가 높을수
록 인슐린감수성이 감소하며, 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서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련성
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고하였다[35]. 또한 Mu 등
[14]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높은 HOMA-IR은 비만, 
중심성 비만,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HOMA-β가 증가하며,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체질
량지수는 인슐린저항성 증가와 베타세포 기능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17]. 인슐린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베타

세포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보상적으로 고인슐린혈
증과 정상적인 포도당 내성을 유지한다[15]. 또한 비만군
에서 췌장 베타세포는 정상 대조군보다 높은 활성을 나
타내며, 이는 주로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보상적 인슐린 
분비 때문으로 설명된다[36,37].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인슐린 분비에 대한 보상은 제한될 
수 있다[38]. 한편, 베타세포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몇 가
지 요인이 제안되고 있으나, 체질량지수와 베타세포 기능
에 대한 인슐린저항성의 영향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17]. 특히 비만 및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저항
성 및 베타세포 기능장애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대사증
후군 위험이 증가하며, 베타세포의 탈분화 및 세포사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12,13,39]. 

비만 대상자에서 복부비만 동반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제
시되고 있지 않지만 내장지방 축적에 따른 고중성지방혈
증과 그에 따른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과도한 방출, 
내장지방에서 분비하는 렙틴, 종양괴사인자-α(tumor 
necrosis factor-α), 인터루킨 6(interleukin-6)와 같은 
다양한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40]. 그러
므로 비만 대상자 중 복부비만을 동반한 경우 체질량지
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에 관련성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복부비만과 
무관하게 체질량지수는 인슐린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저하의 발병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비만 중년 남
성에서 비만 유형별 체질량지수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
세포 기능간의 관련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체질량지수는 측정의 편리성이 높지만 정확성의 한계
로 허리둘레와 같은 다른 비만지표를 사용하여 판정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복부비만은 체질량지수보
다 인슐린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다[23]. 그러므로 비만 중년 남성에서 체질량지수
와 인슐린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능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이나 기전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한 비
만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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