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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Glycine max(L.) Merrill)은 쌀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일

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식량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Kim & Cho 2005; Lee 등 2018). 또한 

콩은 오래전부터 단백질 및 지방질 공급원으로서(Lee & Lim 
2013; Lee 등 2013) 두부, 순두부, 비지, 두유, 장류 및 식용유 

등 다양한 형태로 식생활에 이용되어지고 있다(Lee 등 2013; 
Shin 등 2019). 

특히 콩에는 쌀에서의 제한아미노산인 필수아미노산인 

lysine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Lee 등 2013) 경제적인 측

면에서도 육류 단백질에 비해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Kim MJ 2000). 또한 콩에는 높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

과 양질의 단백질 등 우수한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lecithin, 
isoflavone, 올리고당, phytosterol, phytic acid, 식이섬유, saponin, 
trypsin inhibitor, 콩 단백질과 가수분해 펩타이드, phenol 화합

물 등의 생리활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Coward 등 

1993; Lee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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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z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ybean (Glycine max), the approximate analysis, physical properties, mineral and free 
sugar content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were analyzed. The moisture content was about 9.15~11.84%. The fat content of Cheonga, 
Taekwang, and Jinpung cultivars were 17.93~18.37%,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s. Protein content of Cheonga 
and Seonyu were 36.15~36.70%,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s. As for the weight and shape of soybeans, the Daewon was 
the largest allele, and the seed cover ratio was the highest in the Seonyu. In terms of water absorption rate, the Seonyu showed 
the highest absorption rate at 246.19%, and the Daewon showed the lowest absorption rate. Soaked soybeans had a hardness of 
2.80~4.73 kg/cm2, which did not show low hardness in the sample with high moisture absorption. The grinded soybeans showed 
higher lightness and yellowness values than the raw soybeans, and the redness was decreased. Soybean minerals contained high K, 
P, Mg, and Ca content. Overall, The Taekwang contained more minerals than others. Stachyose, sucrose, glucose and fructose were 
detected as free sugars in soybeans. The total free sugar content of Taekwang was the lowest at 3.47%, and the Cheonga (6.80%) 
wa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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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콩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들에 의한 기능성은 필수

지방산에 의한 심혈관질환 예방, 두뇌발달, 식이섬유에 의한 

장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배설 촉진, 당뇨환자의 혈당 상승

과 인슐린 분비 억제, 콩에 다량 함유된 레시틴은 지방간 예

방, 혈류 개선, 항산화제, 아세틸콜린의 전구물질, 뇌 건강, 
치매 예방․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saponin은 항산

화 물질로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고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

제하여 노화를 억제하며, isoflavone은 약한 에스트로겐 활성

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개선시키는 기능성 

성분으로서 활용되어지고 있다(Korea Soybean Museum Foun-
dation Propulsion Committee 2005; Lee 등 2013). 이처럼 콩의 

다양한 기능성 함유로 인해 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콩의 

소비시장도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배

되어 지고 있는 콩의 품종에 대한 품질 분석에 대한 연구결

과들(Kim 등 1990; So 등 2000)은 오래된 연구 결과들이 많

아 새로운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백질과 지방 함량 및 기능

성을 함유한 두류(백태)들의 품질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국내산 품종들인 대원, 선유, 진풍, 청아 및 태광 

품종을 대상으로 일반성분, 원료 특성, 침지시의 물리적 특

성, 무기질 및 유리당 함량 등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검

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국내산 두류(Glycine max) 백태는 선유, 진

풍, 청아 및 태광 품종은 국립종자원(Gimcheo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대원 품종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항아골

(Chungj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입시기는 2020년 7월

에 구입하였다. 

2. 일반 성분
국내산 두류의 일반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AOAC법

(1995)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수분 함량은 105℃ 상압 가

열 건조법, 회분 함량은 550℃에서 직접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법을 이용한 단백

질 자동분석기(Kjeltec protein analyzer, Tecator Co., Hoeganaes, 
Sweden)로, 조지방함량은 Soxhlet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섬유 분석은 AOAC 법(1995)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탄수화

물의 함량은 위의 측정치를 합한 값을 100에서 뺀 값으로 하

였다.

3. 원료의 물리적 특성
국내산 두류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립중, 종

피율, 수분 흡수율, 수침시 경도 및 색도를 측정하였다. 백립

중은 각 품종별로 100개씩의 무게를 반복 측정하였으며 종

피율은 품종별로 종피를 제거한 후 무게를 재고 종자 무게에 

대한 종피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수분 흡수율은 So 등(2000)
의 방법에 따라 60℃의 water bath내에서 5시간동안 수침시킨 

후 대두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 증가량으로부터 수분 

흡수율을 구하였다. 수침 후의 경도는 φ2.0 mm의 probe를 장

착한 Texture analyzer(TA-XT Ⅱ, Stable Micro System Ltd., 
Surrey,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의 분석조건은 pre- 
test speed 1 mm/sec, test speed 0.5 mm/sec, post-test speed 1 
mm/sec, distance 7 mm로 하였다. 두류의 색도는 원료대두와 

분쇄 대두로 구분하고 색차계(Model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하였으며, 
각 시료당 5회 이상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및 b* 값은 각각 

95.02, 0.04 및 0.26이었다. 

4. 무기질
국내산 두류의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antos 등

(2014)의 방법에 따라 Multiwave(Multiwave 3000, Anton Paar 
GmbH, Graz, Austria)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고 이 

분해액에 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무기질 분석은 induc-
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Optima 5300 DV, PerkinElmer, MA, USA)를 사용하여 총 8종

의 무기질을 분석하였다(Ca, P, K, Na, Mg, Fe, Zn, Cu). 표준

시료는 100 ppm의 표준 용액(AnApex Co., Korea)을 사용하였

으며 고순도의 argon gas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기기조건은 

Table 1과 같다.

5. 유리당
국내산 두류의 유리당 함량은 시료 10 g에 증류수 30 mL

를 넣고 30분 동안 sonicator(Crest 1875DAE, Malaysia) 처리하

고 수욕상에서 2시간 동안 shaking하여 추출하고 4℃의 원심

Parameter Value

RF power (W) 1,500

Plasma gas flow (L/min) 15

Auxiliary gas flow (L/min) 0.2

Nebulizer gas flow (L/min) 0.80

Pump flow rate (mL/min) 1.5

Table 1. Operation conditions of ICP-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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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에서 4,5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를 실시한 후 

상등액을 여과하였으며 잔사에는 다시 증류수를 넣고 이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얻은 상등액을 100 mL로 정용하

여 유리당 시료로 사용하였다. 유리당의 분석은 Lee 등(2002)
의 방법에 따라 HPLC(Waters, Millipore Co-Operative, Milford, 
MA, USA)로 측정하였으며 column은 SupelcosilTM LC-NH2(5 
μm, 25 cm×4.6 mm), Detector는 RI detector(waters 410), 이동

상은 acetonitrile : water(75:25, v/v), column 온도는 40℃로 하

여 측정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SPSS 24.0(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으며, 그룹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로 검증하였으며, 유의

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 검정 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0.05 수준에서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성분
국내산 두류 5종에 대하여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의 경우, 9.15~11.84% 정도였으며 그 중 청아 품

종이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보였으며 대원 품종이 수분함량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함량에서는 15.73~ 
18.37% 정도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청아, 태광 및 진

풍 품종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고 선유 품종은 

15.73%로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조단백질 함량에서는 32.85~36.70%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그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청아와 선유 

품종이 높은 함량을 보였다. 조회분 함량은 4.72~4.94% 정도

로 대원 품종을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섬유의 함량에서는 6.11~7.41%로 태광품종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대원 품종이 다소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다

른 품종들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탄수화물

의 함량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및 조섬유의 함량

을 뺀 값으로 24.41~27.61%로 분포하였다.
Lee 등(2002)은 4개 품종의 대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

과, 수분 8.68~9.30%, 조지방 16.89~19.31%, 조단백질 26.7~ 
30.5%, 조회분 4.36~4.87%, 조섬유 4.85~5.65% 정도였으며, 
Lee 등(2013)은 수분 5.55~6.18%, 조지방 14.89~21.89%, 조단

백질 38.49~41.08%, 조회분 4.89~5.86%라고 하여 실험시 사

용하였던 시기의 콩의 건조 정도, 수확시기 등이 달라 일반

성분의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모

든 결과에서 콩은 다른 식재료에 비하여 단백질과 지방의 함

량이 높아 활용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원료의 물리적 특성
국내산 두류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립중, 종

피율, 수분 흡수율, 수침시 경도 및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백립중은 21.88~30.38 g으로 각기 다른 함량을 나타내었고 

그 중 대원, 선유 및 진풍 품종은 백립중이 25 g 이상으로 

대립에 속하였고 청아와 태광 품종은 중립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8)은 대원 및 진풍의 백립중이 본 결과

와 일치하였지만 태광 품종의 백립중은 27.3 g으로 본 결과

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Kim 등(2007)은 국내에서 재배 생

산되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콩을 지역별로 수집하여 

이들의 백립중 변이를 검토한 결과, 황색콩의 경우, 24.6~ 
36.6 g(평균 28.6 g)의 변이를 보였으며 경북지역에서 수집된 

콩의 백립중이 가장 무거웠다고 하였으며 Kim 등(1990)과 

So 등(2000)도 각기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파종시기, 수확시기 및 토양 등 재배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피율은 6.18~7.28% 정도 이었으며 그 중 대원 품종이 가

장 낮은 종피율을, 선유 품종은 가장 높은 종피율을 나타내

었다. Kim 등(1990)은 6.02~8.29%의 범위였다고 하여 본 결

Cultivar Moisture Crude fat Crude protein Crude ash Crude fiber Carbohydrate
Daewon 11.84±0.13a1) 16.87±0.59b 32.85±0.49c 4.72±0.07b 6.11±0.59b 27.61±0.27a

Seonyu 11.05±0.16c 15.73±0.15c 36.10±0.49a 4.90±0.08a 6.48±0.68ab 25.69±0.40bc

Jinpung  9.56±0.09d 17.93±0.15a 34.58±0.46b 4.92±0.05a 6.18±0.64ab 26.83±0.43ab

Cheonga  9.15±0.06e 18.37±0.32a 36.70±0.85a 4.94±0.08a 6.43±0.78ab 24.41±1.40c

Taekwang 11.30±0.03b 18.37±0.32a 33.40±0.00bc 4.90±0.03a 7.41±0.55a 24.62±0.36c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Approximate component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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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콩의 수분 흡수율의 경우, 204.20~246.19%의 범위로 약 

2~2.5배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피율이 가장 

낮았던 대원 품종이 204.20%의 수분 흡수율, 종피율이 가장 

높았던 선유 품종이 246.19%의 수분 흡수율을 보였다. 대두

의 수분 흡속속도는 종피에 의존한다는 Smith 등(1961)의 보

고가 있으나 Parrish & Leopoid(1977)은 종피를 제거한 대두

의 수분흡수 속도는 종피를 제거하지 않은 대두의 흡수속도

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So 등(2000)
은 종피율이 가장 낮은 품종이 가장 높은 수분흡수율을, 가
장 높은 종피율을 가진 품종이 다소 낮은 수분 흡수율을 보

이고 연구자들 간의 차이에 대하여 종피율과 수분 흡수율과

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여 본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수침한 콩의 경도는 2.80~4.73 kg/cm2으로 수분흡수율이 

높은 시료에서 낮은 경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So 등(2000)
은 수분흡수율이 높은 대두에서 수침 후 경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수침 후의 경도는 수분 흡수율보다는 원료의 품종간 

성분 조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하여 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색도의 경우, 생콩 자체에서는 명도는 55.48~58.93, 적색도

는 1.75~2.53, 황색도는 17.56~19.09로 명도와 황색도에서는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적색도는 선유품

종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대체적으로 실험에 사용

한 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쇄한 

대두에서는 원료 대두보다 모두 높은 명도(74.09~80.63)와 황

색도(19.30~25.18) 값을 보였으며 적색도(－2.10~－1.21)는 감

소하는 경향으로 분쇄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

내었다. 

3. 무기질
콩에서의 무기질 분석은 P, K, Mg, Ca, Fe, Na, Zn 및 Cu 

등 총 8개의 무기질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총 무기질 함량으로 보면 태광 품종이 2,109.53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였고 청아, 진풍, 선유, 대원 품종 순이었

으며 대원 품종의 총 함량은 1,773.84 mg%의 함량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분석한 무기질 중 K이 다른 무기질에 비하여 

가장 많은 함량으로 전체 무기질의 약 50% 내외를 함유하였

고 시료별로 살펴보면 진풍 품종이 1,000.47 mg%로 가장 많

았고 청아, 선유, 태광, 대원 품종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P(452.33~605.29 mg%), Ca(161.80~282.88 mg%)과 Mg(206.38~ 
255.24 mg%)의 순이었다. 콩에서의 미량 무기질로는 Na 
(3.75~7.68 mg%)과 Fe(3.75~7.01 mg%), Cu(2.09~5.82 mg%), 
Zn(2.78~3.68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Cultivar 100 grain 
weight (g)

Bean husk/
whole bean ratio (%)

Water uptake 
ratio (%)

Hardness 
(kg)

Type of 
grain

Daewon 30.38±0.41a1) 6.13±0.44b 204.20±2.61c 3.28±0.90b Large2)

Seonyu 27.46±0.63b 7.28±0.17a 246.19±3.25a 4.17±1.14a Large
Jinpung 25.46±1.01c 6.78±0.56ab 225.97±0.47b 2.80±0.79b Large
Cheonga 24.48±0.77d 6.59±0.25ab 227.71±1.49b 4.73±0.34a Medium

Taekwang 21.88±0.57e 6.87±0.39ab 227.57±3.43b 4.48±0.76a Medium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Large: over 25 g, Medium: 15~24 g, Small: below 14 g per 100 grain weight

Table 3. Characteristic of grain weight, bean husk/whole bean ratio, water uptake and hardness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Cultivar
Raw soybean Grinded soybean

L a b L a b
Daewon 56.96±3.15 2.23±0.45ab1) 18.05±1.21 78.41±1.31b －1.21±0.15a 22.58±0.30b

Seonyu 55.72±1.29 2.53±0.17a 18.60±0.49 77.18±0.87c －1.91±0.12b 22.23±0.41b

Jinpung 58.93±1.59 1.75±0.26b 19.09±0.87 74.09±0.62d －2.08±0.18b 19.30±0.25d

Cheonga 58.39±2.95 2.05±0.53ab 17.56±0.73 78.67±0.60b －2.10±0.07b 20.51±0.58c

Taekwang 55.48±4.05 2.17±0.37ab 17.90±2.01 80.63±0.51a －1.24±0.16a 25.18±0.56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Hunter color value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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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등(2013)은 콩에서 Ca, Na, K, Mg, Zn의 무기질을 분석

한 결과, K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Ca과 Mg이 다

량 함유되어 있었고 미량으로는 Na과 Zn이라 하여 본 결과

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함량에서는 차이를 보였

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콩 재배시의 기후 조건, 생산지 토양, 
재배 환경 및 시료의 수분 함량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유리당
국내산 두류의 유리당 함량을 HPLC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검출된 유리당으로는 fructose, glucose, sucrose 및 stachyose 

였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3.47~6.80%로 청아 품종이 가장 많

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는 선유, 대원 진풍, 태광 

순이었으며 태광 품종은 3.47%로 가장 적은 함량을 보였다. 
각 품종 별로 유리당의 조성을 살펴보면 대원 품종은 sucrose, 
stachyose, glucose, fructose의 순이었다. 선유와 청아 품종은 

sucrose, stachyose, fructose, glucose의 순이었고 진풍과 태광 

품종은 sucrose보다 오히려 stachyose가 가장 많은 함량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품종간 수확된 시기와 재배환경 등의 차

이로 유리당의 조성은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Lee 등(2013)
은 콩의 올리고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 sucrose가 다른 올리

고당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stachyose의 순이었고 

총 함량은 품종별로 특성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본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약 및 결론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풍부한 두류(Glycine max)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자 대표적인 국내산 품종인 대원, 선유, 진
풍, 청아 및 태광 품종의 일반성분, 원료 특성, 침지시의 물리

적 특성, 무기질 및 유리당 함량을 검토하였다. 일반성분의 

경우 수분함량은 9.15~11.84% 정도였으며 조지방 함량은 청

아, 태광, 진풍 품종이 17.93~18.37%로 대원 및 선유 품종보

다 유의적으로 많은 함량을 보였다. 조단백질 함량에서는 청

아 및 선유 품종이 36.15~36.70%로 진풍, 태광 및 대원 품종

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대두의 무게 및 

형태는 대원 품종이 가장 큰 대립종이었으며 종피율은 선유 

품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무게는 수분 흡

수율에서는 선유 품종이 246.19%로 가장 높았고 대원 품종

이 가장 낮은 흡수율을 보였다. 수침한 콩의 경도는 2.80~ 
4.73 kg으로 수분흡수율이 높은 시료에서 낮은 경도를 나타

내지는 않았다. 색도의 경우, 모든 품종에서 lightness와 

yellowness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redness는 선유

품종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분쇄한 대두에서는 원료 

대두보다 모두 높은 lightness와 yellowness 값을 보였으며 

rednesss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류내 무기질로는 K, P, 
Mg 및 Ca의 함량이 높은 편이었으며 그 중 에서도 K 함량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Na, Fe, Cu 및 Zn도 검출되었으며 전

체적으로는 태광 품종이 가장 많은 무기질을 함유하였다. 두
류에서의 유리당은 stachyose, sucrose, glucose 및 fructose가 

Cultivar P K Mg Ca Fe Na Zn Cu Total
Daewon 512.05±8.72b1) 839.65±2.69e 206.38±0.36e 192.67±0.33c 6.08±0.04c 7.68±0.87a 3.52±0.02b 5.82±0.76a 1,773.84±7.22e

Seonyu 494.68±4.88c 975.58±2.21c 216.78±1.24d 161.80±0.60e 3.75±0.02e 7.08±0.30a 2.78±0.09c 3.17±0.17b 1,865.61±1.68d

Jinpung 510.30±3.31b 1,000.47±3.75a 232.92±1.75c 172.34±1.44d 4.77±0.05d 4.94±0.23b 3.68±0.06a 2.85±0.08b 1,932.27±7.10c

Cheonga 452.33±5.38d 989.95±4.15b 252.18±0.78b 244.96±0.97b 7.01±0.04a 3.75±0.25c 3.41±0.06b 2.67±0.04bc 1,956.26±3.82b

Taekwang 605.29±14.17a 950.60±2.04d 255.24±1.93a 282.88±2.54a 6.19±0.03b 3.81±0.06c 3.42±0.11b 2.09±0.02c 2,109.53±8.02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Mineral contents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unit: mg%)

Cultivar Fructose Glucose Sucrose Stachyose Total
Daewon 0.58±0.06dD1) 0.70±0.03cAB 2.67±0.04aAB 1.29±0.04bD 5.23±0.02BC

Seonyu 0.85±0.03bBC 0.67±0.02cAB 2.07±0.01aBC 1.95±0.09aB 5.53±0.01B

Jinpung 0.94±0.10aB 0.89±0.34aA 1.39±0.95aCD 1.53±0.00aC 4.74±0.05C

Cheonga 0.71±0.04cCD 0.30±0.03dB 3.63±0.06aA 2.16±0.00bA 6.80±0.00A

Taekwang 1.15±0.11aA 0.38±0.01bB 0.72±0.08bD 1.23±0.09aD 3.47±0.01D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and a row (a-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Free sugar contents of domestic soybean cultivar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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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었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태광 품종이 3.47%로 가장 

적었고 진풍(4.74%), 대원(5.23%) 선유(5.53%), 청아(6.80%) 
품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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