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2, No. 5, pp. 627~631 (2010)

627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품종에 따른 콩의 알레르기성

손대열*·김예진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식품약리학과

Allergenicity of Soybeans Depending on Their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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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lergenicity of soybeans was analyzed using polyclonal antibodies and the blood sera of patients with
soybean allergy, using fourteen different varieties of soybeans that are consumed in Korea. The study that used polyclonal
antibodies having specificity for soybeans showed that while some of the fourteen varieties of soybeans contained
additional protein bands indicating antigenicity, others lacked such bands, and the most antigenic protein was found in
Jinpum soybeans. In comparing blood sera reactivity of four patients having soybean allergies, who had antigenicity values
of 65U/ml or more according to CAP testing, the soybean varieties of Danbaek and Shinpaldal2 had the most reactivity
and Daewon had the least. The result that the allergenicity of proteins in soybeans differs according to the variety of
soybea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consumer allergic reactions to soybean products by
choosing an appropriate variety of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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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은 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경작되고 소비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콩의 재배가 기원전 2383년 신농의 본초경에 처음으로 언

급되었고,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신농잡기에 콩에 대한 언급이 발

견되면서 대략 기원전 100년경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콩은 값싸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며(1) 다양한 기능성 성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3). 국내에서는 간

장, 된장, 청국장, 두부, 콩가루, 콩기름 등 다양한 전통 식품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이며, 우유에 의한 알레르기 문제가 있는 영유

아에게 우유대체 식품으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4,5). 건강에 대

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콩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

고, 그로 인해 콩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알레르겐)과

의 반복되는 접촉으로 발생되는 신체 과민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세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우선, 알레르겐과의 처음 접촉에서 알

레르겐을 인식하는 면역물질(IgE항체)이 체내에 생성되고, 이 면

역물질이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세포(비만세포)에 부착된다. 이후

알레르겐과의 반복 접촉에서 면역물질과 알레르겐이 결합함으로

써 알레르기 관여 세포에서 화학매개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며

조직에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6).

콩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34

년이다(7). 콩은 Leguminosae과에 속하며 단백질 함량이 30-45%

를 차지하고 있다. 단백질의 80-90%를 차지하는 성분은 글로불

린(globulin)이며, 이 단백질은 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환

자에게 특이 IgE 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같은 Leguminosae과에

속하는 땅콩 등의 식품과 교차 반응을 나타내는 단백질 성분이

다(8). 콩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특이 IgE 항체들이 확

인되었지만 알레르겐 특이성 양상은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콩 알레르기 환자들의 혈청 IgE는 대략 28종류의 서로 다른 콩

단백질과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콩에 포함되어 있

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알레르기 원인 항원으로는 30 kDa

크기의 hydrophobic soya bean protein (Gly m1), 20 kDa 크기의

Kunitz soybean trypsin inhibitor 등이 알려져 있다(9-12). 콩에 대

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중 소수에서 치명적인 알레

르기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들의 경우 모든 환

자들이 땅콩 알레르기와 천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14).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섭취되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

라 섭취량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알레르기를 일으

키는 주요 원인 식품도 나라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

면 노르웨이에서는 대구가, 미국에서는 땅콩이, 일본이나 우리나

라에서는 콩이나 메밀 등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식품

으로 손꼽힌다(15). 콩은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식품이지만 동시

에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5대 원인 식

품(16) 중 하나이다. 따라서 콩의 항원성과 알레르기성에 대한 연

구는 콩의 광범위한 이용에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콩 특이 항체와 콩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을 이

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장류 및 두부용(장수콩, 단백콩,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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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진품콩, 신팔달2호, 보광콩, 대품콩, 장원콩, 진품2, 대원콩),

나물용(푸른콩, 다원콩, 소원콩), 풋콩용(화엄풋콩) 등 다양한 용

도로 소비되는 14 품종의 콩의 알레르기성 비교 연구를 통해 다

른 품종에 비해 알레르기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품종을 확

인하여, 콩 품종을 고려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시약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국내에서 재배 및 소비되는 14품종의

콩(푸른콩, 장수콩, 다원콩, 단백콩, 황금콩, 진품콩, 소원콩, 신팔

달콩2호, 보광콩, 대풍콩, 장원콩, 진품콩2호, 대원콩, 화엄풋콩)을

기증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2-mercaptethanol, PBS, Tween 20,

Ponceus S, Tris, glycine, SDS, glycerol, bromphenol blue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Coomassie Blue R-250

은 Bio-Rad(Hercules, CA, USA), NC membrane, ECL은 Amer-

sham(Wayne, PA, USA), Goat IgG anti human IgE, TMB는

KPL(Gaithersburg, Maryland, USA), NeutrAvidin-HRP, Biotin-Pro-

tein G는 PIERCE Biotechnology Inc.(Rockford, IL, USA), 96-

well plate(Maxisorp immune plate)는 NUNC(Roskilde, Denmark)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환자혈청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병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의 설

문에 답하여 식품의 종류, 증상, 발현시간 등을 문진한 내용을 기

초로 분석하였고,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특이 IgE 항체의 반응성

은 CAP System(Pharmacia & Upjohn, Uppsala, Sweden)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CAP 검사치와 존재하는 항체와의 관계는 CAP

class 1(0.35-0.69 U/mL), CAP class 2(0.7-3.49 U/mL), CAP class 3

(3.5-17.49 U/mL), CAP class 4(17.5-49.99 U/mL), CAP class 5

(50-99.99 U/mL), 그리고 CAP class 6(>100 U/mL)이다. 본 연구에

서 콩 품종에 따른 항원성 검토에 사용된 알레르기 환자혈청은

CAP검사에서 콩 단백질에 대한 특이 IgE 항체 값이 65 U/mL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표적 식품에 대한 CAP

검사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환자 혈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공되었으며, 이들 환자들은 콩 외에도 난백,

우유단백질, 땅콩, 집먼지 진드기 등에 높은 CAP 수치를 나타내

는 multi-allergic 환자에서 유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콩 단백질 항원 추출

콩에서의 단백질 항원 추출은 Awazuhara 등(9)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간략히 언급하면, 30 g의 콩가루에 n-hexane 100 mL

를 혼합하여 10분간 흔들어서 탈지하였다. 탈지된 콩가루는 여과

지(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거른 후 30분간 건조하여 잔여 hexane을 제거하

였다. 건조 콩가루 5 g에 냉각된 PBS용액 50 mL를 가한 후 냉장

조건에서 2시간 저어준 후 원심분리(3,000×g, 4oC, 20분)하여 침

전물을 제거한 상징액을 여과지(Acrodisc 0.45 µm Syringe filter,

Pall Corporation, Ann Arbor, MI, USA)로 여과 후 동결건조하고

−80oC에 보관하였다. 추출 단백질의 농도는 Bradford법(17)에 의

해 Bio-Rad사의 단백질 정량 키트(Hercules, CA, USA)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다클론 항체

Kwak 등(18)의 방법에 의해 생산한 다클론 항체(pAb-A: 토끼

에서 생산)와 시그마(S2519)에서 구입한 다클론 항체(pAb-B: 토

끼에서 생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분리 및 PVDF membrane 전사

단백질 전기영동은 Laemmli(19) 방법에 준하여 단백질을 환원

변성시킨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13%의 separation gel을 미리 설

치된 전기영동용 glass plate에서 중합시킨 후 그 위에 4.5%의

stacking gel을 중합시켰다. 준비된 gel은 전기영동 버퍼(25 mM

Tris, 192 mM glycine, 0.1% SDS)가 들어있는 전기영동조에 설치

하고, 샘플 버퍼(60 mM Tris/HCl(pH 6.8), 25% glycerol, 2%

SDS, 14.4 mM 2-mercaptoethanol, 0.1% bromphenol blue)와 시료

를 1:5로 혼합 후 100oC에서 5분 중탕 가열하여 시료로 사용하

였다. 전기영동은 우선 100볼트에서 10분 시행하여 시료가 stacking

gel에 진입한 후 200볼트에서 35분 정도 추가로 전기영동 하였

다. 전기영동 후 gel은 단백질 확인을 위해 Coomassie 용액(1 g

Coomassie Blue R-250, 450 mL methanol, 450 mL H2O, 100

mL glacial acetic acid)으로 착색하거나 nitrocellulose(NC) mem-

brane으로 단백질을 전사하는데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을 통해 gel상에서 분리된 단백질은 NC membrane으

로 전사 버퍼(20 mM glycin, 25 mM Tris, 20% methanol)에 침수

된 상태에서 Bio-Rad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100볼트에서 1시간 전

사하였다. 단백질의 분리 및 전사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각 membrane을 Ponceus S 용액으로 착색 확

인 후 2차 증류수로 재탈색한 후 항원-항체 반응에 사용하였다.

Immunoblotting

단백질이 전사된 NC membrane은 항혈청과의 반응성 조사에

앞서 블록 버퍼(PBS, 0.3% Tween 20)와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

켜 비특이적 반응부위를 차단하였다. NC membrane은 약 5 mm

의 넓이로 잘라 Bio-Rad사의 mini incubation tray에 넣고 희석된

1차 항체(2% NFDM에 1:20 희석시킨 콩 알레르기 환자 혈청 또

는 2% NFDM에 1:4,000 희석시킨 다클론 항체)와 각기 600 µL

씩 4oC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수세 완충액(PBS, 0.05% Tween

20)으로 3회 세척 후 희석된 2차 항체(환자혈청의 경우 Biotin-

goat IgG anti human IgE(1:4,000) 또는 다클론 항체의 경우

Biotin-Protein G(1:2,000)) 600 µL와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수세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고 NeutrAvidin-HRP(1:10,000)와

실온에서 30분 반응시켰고, 다시 PBST로 3회 세척 후 ECL용액

을 2분 반응시킨 후 X-ray 필름에 감광하였다.

Table 1. CAP score (U/mL) of allergic patients’ sera

Serum No.
Specific IgE against

Df1) Cow milk Peanut Soybean Egg white

48 nd2) 101 nd 101 101

258 23.2 101 nd 101 101

274 2.09 101 nd 101 101

296 8 101 nd 68.2 101

357 1.09 19.4 96.9 101 101

1)Df: Mite (Dermatophagoides farina)
2)nd: not done



콩의 알레르기성 629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96-Well plate의 well에 최종 농도가 1 µg/µL이 되도록 코팅 버

퍼(0.1 mol/L sodium carbonate-bicarbonate buffer, pH 9.5)로 희

석한 콩단백질 시료를 각 150 µL씩 분주하고 4oC에 16시간 반응

시킨 후 ELISA 수세 완충액(42.7 g NaCl, 5 mL Tween20 in 500

mL H2O)로 3회 세척하였으며 블록 버퍼(TBS+0.1% Tween 20)를

이용, 1시간 블로킹한 후, 다시 ELISA 수세 완충액으로 3회 세

척하였다. 여기에 블록 버퍼를 이용해 1:50으로 희석한 혈청이나

1:2,000으로 희석한 다클론 항체를 100 µL씩 가하고 4oC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 수세 완충액으로 3회 세척 후 2차 항체(환자혈

청의 경우 Biotin-goat IgG anti human IgE(1:4,000) 또는 다클론

항체의 경우 Biotin-Protein G(1:2,000) 100 µL씩 가하고 37oC에서

1시간 반응 후 수세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고 NeutrAvidin-HRP

(1:8,000) 100 µL와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well 당

100 µL TMB 용액(0.02% (w/v) TMB, 0.01% H2O2 in 5 mM

phosphate citrate buffer; KPL, Bethesda, MD, USA)를 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발색시킨 후 6 N의 H2SO4를 50 µL 가하여 발색

반응을 정지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통계프로그램(PASW Statistics version 18)을 이

용하여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하여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단백질 분포 비교

SDS-PAGE를 이용한 단백질 분리 후 gel을 Coomassie로 염색

한 결과(Fig. 1A) 대략 10-100 kDa 사이에 많은 단백질 밴드가 광

범위하게 분포됨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대두 품종에서 동일한

단백질 밴드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대두 품종에서 진한 밴드로

확인된 단백질들은 대략 8, 12, 20, 31, 48, 78, 100 kDa 크기의

단백질이었으며, 일부 대두 품종에서 다른 품종에 비해 단백질

밴드 양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진품콩(lane6)

과 진품콩2호(lane12)에서는 다른 대두 품종에서 진하게 확인된

단백질 밴드 중 대략 8, 12, 100 kDa 크기의 단백질 밴드가 상대

적으로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이중 12 kDa 크기의 단백질은 Gly

m3 알레르겐으로 추측된다.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항원성 비교

콩 특이성을 갖는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immunoblotting 실험

결과, 콩 분리 단백을 이용하여 생성한 다클론 항체(pAb-A)와의

반응에서는 대부분의 콩 품종에서 대략 12 kDa(Gly m3), 20 kDa

(Kunitz soybean trypsin inhibitor) 크기의 단백질과 반응성을 나타

냈으며, 다른 품종에 비해 진품콩의 경우 대략 20 kDa 크기의 단

백질에서 훨씬 강한 항원성을 나타냈다(Fig. 1C). 시그마에서 구

입한 다클론 항체(pAb-B)와의 반응에서는 보다 많은 단백질들과

의 반응성이 확인되었으며, 진품콩의 대략 20 kDa 크기의 단백질

에서 다른 품종보다 조금 강한 항원성이 확인되었다(Fig. 1D). 진

품콩은 대두 식품 가공 시 큰 장해 요소로 취급되어 온 비린내

가 lipoxygenase가 불포화지방산 산화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유발

된다는 사실이 대두 육종가와 영양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뒤 작

물시험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유전자원으로 도입한 한 품종이 3개

의 lipoxzygenase isozyme 중 L-2, L-3 isozyme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생산력 검정시험과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비린내가

없는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인정되어 진품콩으로 명명된 품종이

다. 다클론 항체와의 항원성 비교에서 일부 lipoxzygenase isozyme

이 결여된 품종 진품콩에서 다른 콩 품종에 비해 콩의 주요 알

레르겐으로 알려진 20 kDa 크기의 Kunitz soybean trypsin inhibi-

tor가 더 강한 항원성을 나타낸 결과는 진품콩 개발과정에서

lipoxzygenase isozyme 일부가 소실되면서 Kunitz soybean trypsin

inhibitor가 더 많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품콩 품종에서 다른 품종보다 강한 반응성을 나타낸 단백질

이 immunoblotting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는 달리 ELISA법을 이

용한 항체-항원 반응성 비교(Fig. 2)에서는 다원콩에서 다른 콩

품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반응성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품종에서

는 비슷한 반응성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immunoblotting법은

개별 반응 단백질의 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반면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는 ELISA법이 이용되는데 본 연구의 immunoblotting과

ELISA법을 통한 반응성 비교에서 각기 다른 항원성 결과를 나

타낸 원인은 immunoblotting 준비 과정 중 전기영동 과정에서 단

백질이 변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ELISA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알레르기 환자 혈청을 이용한 알레르기성 비교

대두 알레르기 환자들의 혈청 IgE는 대략 28종류의 서로 다른

대두 단백질과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

CAP검사에 의해 콩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 값이 65 U/mL 이상

인 콩 알레르기 환자 5명의 혈청 및 정상인의 혈청을 이용한 콩

단백질과의 알레르기성 검사에서는 정상인의 혈청은 반응성이 나

타나지 않은 반면, 환자 혈청과의 반응성에서는 환자에 따라 반

응을 나타내는 콩 단백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대략 31

kDa 크기의 단백질은 환자 혈청 48번, 274번, 296번에 의해, 그

리고 대략 48 kDa 크기의 단백질은 환자 혈청 48번, 258번, 357

번에 의해 강한 반응성을 나타냈다. 또한 대략 78 kDa 크기의

단백질도 환자 혈청 48번, 258번에 의해 강한 반응성이 확인되

었다(Fig. 1E-J). 대두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요 알레르기 원인 항원으로는 30 kDa 크기의 Gly m1, 20 kDa 크

기의 Kunitz soybean trypsin inhibitor 등이 알려져 있으며(9-12)

본 연구에서 환자 혈청과 강한 반응을 나타낸 대략 31 kDa 크기

의 단백질은 Gly m1, 대략 78 kDa 크기의 단백질은 β-conglycinin

으로 추정된다. 대략 48 kDa 크기의 단백질은 Awazuhara 등이 진

행한 실험(9)에서 대상 혈청의 50%가 약하게 반응을 나타낸

47 kDa 크기의 단백질과 동일 단백질로 추정되나 이 단백질의 정

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개인의 환자에서 콩 품종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는 거의 없

었으나, 환자 혈청 258번(Fig. 1F)의 경우 진품콩(lane 6)의 대략

31 kDa 크기의 단백질과, 환자 혈청 296번(Fig. 1H)에서는 장수

(lane2), 다원(lane3) 및 신팔달2호(lane8)의 37-50 kDa 사이에 위

치한 단백질과 비교적 강한 추가적인 반응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258번 환자의 경우 진품콩이, 296번 환자의 경우 장수,

다원 및 신팔달2호 콩이 다른 콩 품종에 비해 추가적인 알레르

기성을 나타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환자 혈청 48번(Fig.

1E)에서는 진품콩(lane6)의 대략 25, 31 kDa 크기의 단백질이 다

른 품종에 비해 약한 반응성을 나타냈다.

ELISA법을 이용한 환자 혈청과의 반응성 비교에서는 다른 품

종에 비해 단백콩과 신팔달2호에서 조사된 모든 콩 알레르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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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unoblots of extracted soy proteins with polyclonal antibody against soy proteins or allergic patients’ sera. M: molecular weight
marker; lane1: Purunkong; lane2: Jangsukong; lane3: Dawonkong; lane4: Danbaekkong; lane5: Hwangkumkong; lane6: Jinpumkong; lane7:
Sowonkong; lane8: Shinpaldal2; lane9: Bokwangkong; lane10: Daepumkong; lane11: Jangwonkong; lane12: Jinpum2; lane13: Daewonkong;
lane14: Hwaumputkong. A: Coomassie stained gel; B: Ponceus S stained blot; C: Immunoblot detected with pab-A; D: Immunoblot detected with
pab-B; E-I: Immunoblots detected with soy allergic patients’ sera (E: 48, F: 258, G: 274, H: 296, I: 357) and with non allergic seru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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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혈청과 상대적으로 뚜렷이 높은 반응성을 나타낸 반면 대원콩

에서 제일 낮은 반응성을 나타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개개

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성의 차이는 있지만 콩 품종에 따라 포

함된 단백질의 알레르기성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할 때 콩 품종을 고려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

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요 약

국내에서 소비되는 콩 14품종에 대한 항원성 검사를 토끼에서

생산된 다클론 항체와 콩 알레르기 환자 혈청을 이용하여 검사

하였다. 그 결과 콩 특이성을 갖는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연구에

서는 일부 콩 품종에서 항원성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거나 결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4품종 중 특히 진

품콩에서는 다른 품종보다 항원성이 강한 단백질이 확인되었다.

CAP검사에 의해 콩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 값이 65 U/mL 이상

인 콩 알레르기 환자 4명의 혈청을 이용한 반응성 비교에서는 다

른 품종에 비해 단백콩과 신팔달2호에서 조사된 모든 콩 알레르

기 환자혈청과 상대적으로 뚜렷이 높은 반응성을 나타냈고, 대원

콩에서 제일 낮은 반응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콩 품종에

따라 포함된 단백질의 알레르기성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할 때 콩 품종을 고려함으로써 알레르기 반

응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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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ISA analysis of extracted soy proteins with polyclonal

antibody (pAb-A) against soybean. 1: Purunkong; 2: Jangsukong;
3: Dawonkong; 4: Danbaekkong; 5: Hwangkumkong; 6: Jinpum-
kong; 7: Sowonkong; 8: Shinpaldal2; 9: Bokwangkong; 10:
Daepumkong; 11: Jangwonkong; 12: Jinpum2; 13: Daewonkong; 14:
Hwaumputkong.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Bar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3. ELISA analysis of extracted soy proteins with soy allergic

patients’ sera. 1: Purunkong; 2: Jangsukong; 3: Dawonkong; 4:
Danbaekkong; 5: Hwangkumkong; 6: Jinpumkong; 7: Sowonkong; 8:
Shinpaldal2; 9: Bokwangkong; 10: Daepumkong; 11: Jangwonkong;
12: Jinpum2; 13: Daewonkong; 14: Hwaumputkong.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