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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7월 3일 저녁 시간에 SBS 방송을 통해서 W사 제품인 얼음정

수기의 일부 모델에서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

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 그러나 아직 정부의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

고 있고, 피부질환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건강이 염려

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2)

니켈에 의한 건강문제는 대부분 니켈을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였

을 경우에 대한 것이고, 니켈을 음용하였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

니켈 음용과 피부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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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니켈도금이 벗겨진 정수기의 냉수를 마시거나 얼음을 사용

한 소비자들은 피부질환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체내에 들어올 수 있다. 동일한 양의 니켈이 함유

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경우 더욱 많은 니켈은 위장과 장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 니켈이 체내로 들어간 후 모든 장기로 갈 수 있고, 혈류로 들어간 니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니켈을 섭취한 후, 대부분의 니켈은 빠르게 배설물로 나오고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은 경우

에는 대변으로 배설된다.

이에 니켈을 구강으로 섭취하였을 경우의 체내동태와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문헌들을 조사하

여 정리하였다.

음용한 니켈의 체내동태

1. 경구 섭취와 흡수

니켈은 자연수 속에 2~10 ㎍/L(민물)에서 0.2~0.7 ㎍/L(해수) 정도 함유되어 있다.3) 물에 니켈은 용

해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물속의 부유물질에 붙어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음용수의 평균적인 총 니켈 농도가 3~7 ㎍/L 정도라고 한다. 니켈은 총 니켈로써 식품

에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평균 농도는 0.01~0.1 mg/kg이지만 특정 음식에서 8~12mg/kg만큼 높을 

수도 있다.4, 5) 식품에서 니켈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품 종류(예를 들어 곡물, 야채, 해산물 vs 

과일, 모유 vs 우유), 성장 조건(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토양 오염이 높은 지역에서 재배된 음식에서 더 

높은 농도가 관찰되었다), 음식 준비방법(비록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기구에서의 용출에 대한 증거는 

다소 엇갈리지만, 조리기구의 니켈 함량) 등이다.4, 5)

식품에서 니켈의 가장 높은 평균 농도는 콩, 씨앗, 견과류, 곡물에서 측정되었다(코코아 콩: 9.8 μ

g/g, 콩: 5.2 μg/g, 콩 제품: 5.1 μg/g, 호두: 3.6 μg/g, 땅콩: 2.8 μg/g, 귀리: 2.3 μg/g, 메밀: 2.0 μ

g/g, 오트밀: 1.8 μg/g). 비록 니켈 농도가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수준은 일반적으로 

0.01~01 μg/g 이내다. 일반적인 식품 카테고리에 대해 보고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곡물, 야채와 과

일: 0.02~2.7 μg/g, 육류: 0.06~0.4 μg/g, 해산물: 0.02~20 μg/g, 유제품: 100 μg/L 미만.4) 니켈 함량의 

가변성 때문에 니켈의 평균 일일 식이 섭취량을 추정하기 어렵다.4)

소화기로부터 니켈의 흡수는 음식, 음료수, 물의 섭취 후에 일어난다. 음식은 니켈의 주요 노출원이

다. 니켈은 유제품이나 콩류, 시금치, 양상추, 견과류와 같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도 노출된다. 체

내 니켈의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며, 매일 약 170 ㎍의 니켈을 먹는다. 다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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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니켈의 식이 섭취량은 대략 하루에 200~300 ㎍정도로 추정되며 주방기구나 수도관의 침출을 

통해 추가적인 니켈 섭취가 이루어지므로 총 섭취량은 하루 1 mg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3) 

음식과 음료로부터의 니켈 일일 섭취량은 식품별, 국가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르다.4, 6) 미국의 연

구에서 일일 식이 섭취량 추정치는 성인의 경우 101~162 μg/day, 남성은 136~140 μg/day, 여성은 

107~109 μg/day이다. 임신 및 수유하는 여성의 추정치는 121 μg/day와 162 μg/day으로 일일 평균 

섭취량보다 더 높았다.6)

식이 섭취량에 대한 다른 연구들 사이에서의 일치도를 바탕으로 식이로 섭취되는 니켈의 양은 0.2 

mg/day 미만으로 보고되었다.5)

위장에서 니켈 흡수율은 가변적이고, 식이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식수로 경구섭취 후 인체에 들어

오는 니켈의 약 27%가 흡수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약 1%만 흡수 된다.7)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니켈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니켈의 경구 섭취에 대한 연구에서 경구로 삼킨 라벨(ingested 

label)의 니켈 중 29~40%가 흡수되는 것으로 추정했다.8) 니켈흡수와 식품섭취간의 관계를 검토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9) 소변으로 배출된 양을 근거로 소화기에서 니켈 흡수는 섭취한 양의 11.07~37.42%

이었다. 

다른 인체흡수 연구에서는 황산니켈이 식품보다(0.7±0.4%) 식수로 공급될 때 40배 이상의 더 잘 

위장관에서 흡수된다고 하였다(27±17%).10) 금식 중인 피험자들에게서 니켈의 생체이용률은 식수로 

황산니켈을 섭취한 경우 증가했지만(3시간 후 최고 수준 80 μg/L), 식품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렇지 않았다.11) 그리고 청량음료로 공급한 경우 증가했지만, 전유, 커피, 차, 오렌지 주스로 투여한 경

우에는 감소했다. 최저 흡수수준은 식사와 동시에 니켈을 공급했을 때로 투여량의 2.83~5.27%가 흡

수되었다. 즉, 식품으로 섭취 시에 니켈흡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하룻밤 금식한 여성들에게 1회 경구

투여 후 니켈의 소변 배출량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니켈흡수

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12) Cronin 등13)은 금식시 수용성 니켈 화합물의 섭취는 매우 빠르

게 소변으로 제거된다고 하였다. 니켈 2.5, 1.25, 0.6 mg을 한 차례 경구로 투여 받은 15명의 여자 지원

자의 소변에서 니켈이 각각 95-206 μg, 62-253 μg, 48-89 μg가 배설되었다(정상 값=9 μg).

쥐와 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식단이나 위관 영양 법에 의해 니켈, 황산니켈 또는 염화니켈로 투

여된 니켈의 1~10%는 위장관에 의해 신속하게 흡수된다.14-16)

5% 녹말용액으로 니켈 화합물(10 mg 니켈)을 1회 위관 영양 법으로 처리한 쥐에 대한 연구에서 

흡수는 화합물의 용해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17) 흡수된 용량의 비율은 그린 산화니켈의 

경우 0.01%, 금속 니켈의 경우 0.09%, 블랙 산화니켈의 경우 0.04%, 아황화 니켈의 경우 0.47%, 황

산니켈의 경우 11.12%, 염화니켈의 경우 9.8%, 질산니켈의 경우 33.8%였다. 수용성 니켈화합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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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O4)은 상대적으로 불수용성인 것보다는 잘 흡수된다. 비교적 더 잘 녹는 니켈 화합물의 경우 흡

수율이 더 높았다. 흡수되지 않은 니켈은 대변으로 배출된다.

Nielsen 등9)은 금식 여부에 따라 먹는 물을 통한 니켈의 흡수와 잔류를 연구하였다. 8명의 알레르

기가 없는 남성 지원자를 하룻밤 금식하고 먹는 물에 체중 당 12 μg의 니켈을 주입하고 측정한 소변

으로 니켈 배출 반감기는 19.9 에서 26.7 시간이었다.

2. 분포

사망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검연구에 따르면, 폐에서 최고 농도의 니켈(μg/kg 건조중량)(174

±94)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으로 갑상샘(141±83), 부신(132±84), 신장(62±43), 심장(54±40), 간(50±

31), 전뇌(44±16), 지라(37±31), 이자(34±25) 순이다.18) 부검연구에서 부신, 결장 및 피부에서 각각 중

앙값 0.046, 0.084 및 함수중량 0.33 μgNi/g이었다.19) 인체에서 발견된 니켈의 총량은 70 kg인 사람의 

경우 6 mg 또는 86 μg/kg로 추정되었다.20)

Templeton 등21)과 Sunderman22)은 Ni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혈청과 소변에서

의 Ni 농도를 보고하였다. 혈청/혈장 및 소변 중의 Ni 농도를 각각 0.14-0.65 μg/L과 0.9-4.1 μg/L의 

범위였으며, 전혈의 Ni 농도는 0.34-1.4 μg/L이었다.

태아의 니켈 노출은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혈액으로 니켈이 옮겨질 수 있다. 니켈은 태반을 빠르

게 통과하여 태아의 조직에서도 검출된다. 유아는 모유 수유를 통해 모체로부터 니켈이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모유의 니켈 농축은 유아 이유식 및 우유에 포함된 니켈 농축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보다 적다.1) 임신 시간 동안 노출 시, 뇌하수체에 니켈이 축적될 수 있다. 니켈은 태반을 가로질러 모

유에 축적될 수 있어서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인간 혈청에서 교환 가능한 니켈 그룹은 알부민, L-히스티딘, α2-마크로글로불린이다. 혈청에는 니

켈로플라스민과 단단히 결합되는 교환 불가능한 니켈 그룹도 존재한다. 니켈은 주로 알부민과 결합

하여 혈액 내에서 이동한다.7)

동물들의 경우, 다양한 가용성 니켈 화합물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경구 노출 이후 주로 신장에서 니

켈이 발견되었다.14, 17, 23-28) 상당 수준의 니켈이 말초신경 세포조직 및 뇌23, 25)뿐 아니라 간, 심장, 폐 및 

지방에서도 발견되었다.14, 24, 26, 28, 29) 쥐의 뼈, 간, 신장 및 지방의 니켈 수준을 측정한 2년간 연구 끝에, 

Ambrose 등14)은 니켈의 주요 저장 장소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쥐들의 경우, 암컷의 뼈 니켈은 0.53 

ppm, 수컷은 0.096 ppm미만이었다. 수컷과 암컷간의 뼈 니켈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

다. 임신 기간 동안 니켈을 투여한 쥐들의 태아에서 니켈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니켈은 태반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5-29)

니켈에 노출되지 않은 임신한 쥐의 경우, 모체 및 태아의 혈중 니켈 농도는 각각 3.8 및 10.6 μg/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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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0) 임신한 쥐에게 염화니켈을 1회 위관 영양법으로 5.4, 11.3, 22.6 mgNi/kg 투여 후 24시간 뒤(임

신 19일) 모체 혈중 니켈 수준은 μg/L 단위로 각각 18.5, 90, 91.5, 태아 혈중 수준은 각각 14.5, 65.5, 

70.5, 양수에서는 각각 16.5, 20, 17이었다.

혈청 니켈수준은 니켈 섭취 후 1.5~3시간 뒤 최고점에 도달했다.10, 31-33) 우연히 황산니켈과 염화니

켈로 오염된 물을 섭취한 근로자들의 경우, 니켈의 평균 혈청 반감기는 60 시간이었다.33) 이 반감기는 

근로자들이 정맥주사로 체액을 투여 받은 경우 27시간으로 상당히 줄었다.

식수 및 식품으로 니켈, 카드뮴, 비소, 크롬 및 바나듐의 혼합물을 투여한 경우, 소장, 신장, 이자 및 

넙다리뼈(조직만 검사)에서 니켈 수준이 증가하였는데,34) 소장과 신장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물로 투

여된 경우, 노출 8주 후 소장에서 니켈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20주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

했다. 신장의 경우, 니켈 수준이 20주에 비교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쥐 실험군에서 다양한 용존 니켈 혼합물의 경구 투여에 따라, 니켈은 신장에서 대부분 나타난다.14, 

27, 24, 27, 28) 상당한 수준의 니켈이 간, 심장, 폐, 지방에서14, 24, 26, 28, 29)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조직과 뇌23, 

26)에서 발견된다.

3. 대사

세포외 니켈 대사는 리간드 교환 반응으로 구성된다.35) 인간 혈청에서 니켈은 알부민, L-히스티딘, 

α2-마크로글로불린과 결합하는데, 이것은 동물과 비슷하다. 혈청 알부민과 니켈이 결합되는 주요 위

치는 인간, 쥐 및 소의 아미노기 말단에서 세번째 위치의 히스티딘 잔여물이다.36) 제안된 운반 모형은 

알부민, 니켈, L-히스티딘으로 구성된 3 성분 복합체를 통해 알부민으로부터 히스티딘으로 니켈이 제

거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저분자량 L-히스티딘 니켈 복합체가 생체막을 통과 할 수 있다.35) 

혈청에는 니켈플라스민과 탄탄하게 결합된 교환 불가능한 니켈 그룹이 있다.37)

니켈이 체순환 시 혈청 단백질에, 특히 알부민과 결합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Sarkar35)

는 사람 혈청의 니켈이 알부민, α2-macroglobulin, L-histidine 을 포함한 단백질에 결합한다는 것을 

제시했다.35, 27) 쥐와 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미노기 말단으로부터 세번째 아미노산의 히스티딘 잔

여물이 주요 결합 부위이다.36)

Sarkar35)는 Ni 이 리간드 교환 평형의 대상이 되어 삼중으로 이루어진 albuminnickel-L-histidine 

화합물의 L-histidine에 의해 알부민으로부터 제거되고, 생체막 통과할 수 있는 binary L-histidine-

nickel 저분자 화합물로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람과 비슷하게 쥐에서도 알부민의 아미노기 말단에서 세번째 아미노산 위치에 우선시 되는 니켈 

결합 위치가 있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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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설

구강을 통해서 인체에서 섭취된 니켈 대부분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그러나 이것은 흡수되지 않은 

니켈이다.8, 10) 위장관에서 흡수된 니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식수로 투여된 니켈은 식품으로 투여된 경우보다 훨씬 더 쉽게 흡수된다(물 흡수 : 식품 흡수 = 

27% : 0.7%).10) 4일간 물로 투여된 용량의 26%는 소변으로, 76%는 대변으로 배출되었고, 식품으로 섭

취한 경우에는 소변으로 2%, 대변으로 102%가 배출되었다.10) 10명의 지원자를 음용수나 음식을 통

해 12, 18, 50 μg Ni/kg b.w.(NiSO4)의 농도가 되도록 했다. 음용수를 통하여 니켈을 섭취한 4일 후 

26±14%은 소변으로, 76±19%는 대변으로 배출 되었다. 음식을 통하여 Ni을 섭취한 경우에서는 102

±8%가 대변으로, 2%가 소변으로 배출 되었고, 이는 니켈을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생체이용률이 음

용수를 통해 섭취 될 경우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흡수된 니켈의 제거 반감기는 평균 28±9 시간

이었다.10) 이러한 데이터들은 투여된 라벨의 51-82%가 5일에 걸쳐 소변으로 배출 되었다고 밝힌 니켈 

추적 연구와 일치한다.8)

동물의 경우, 섭취된 니켈 대부분은 대변으로 배출된다. 쥐에 염화니켈 투여 후 1일 뒤, 94~97%가 

대변으로, 3~6%가 소변으로 배출되었다.15) 2년 동안 식단으로 황산니켈을 투여한 개의 경우에 섭취

된 니켈의 단 1~3%만 소변으로 배출되었다.14) 개는 인체에서 발견되는 혈청 알부민의 주요 결합 지점

이 부족하기 때문에,36) 인체에 대한 개 데이터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사람의 경우, 흡수되지 않은 니켈이 대변을 통해 배출됐지만, 흡수된 Ni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

었다.6, 8, 38-43)

Patriarca 등8)은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 지원자에게 음용수로 체내 농도를 10 μgNi/kg bw가 되

도록 하면서 연속 5일 동안 대변과 소변의 배출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종료 시점의 대변과 소변의 

평균 배출량은 각각 66.9±4.9%과 22.1±7.8%이었다. 5일 후 흡수된 양의 51~82%가 소변을 통해 배

출 되었고, 이는 체내에 11.0±3.0%의 농도로 잔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변, 담즙, 땀, 눈물, 모유 및 점액을 비롯한 모든 신체 분비물이 니켈의 배설 경로이다. 흡수되지 

않은 니켈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어떤 형태의 흡수경로를 취하던 소변으로 배설된다.41, 43, 44)

생물학적 노출지표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수준은 조사하고자 하는 니켈 화학물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및 시료채취시

기에 영향을 받는다. 니켈 화합물, 생물학적 시료 채취시점, 사용된 분석방법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체액과 조직에서 니켈의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니켈 섭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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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생물학적 체액과 조직 샘플의 높은 니켈 수준은 니켈의 

흡수 지표로 언급되었으나, 노출 수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45)

원자흡수분광법(AAS)과 ICP-AES(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는 생물학적 시료(혈액, 조직, 

소변, 대변 등)에서“총 니켈”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비록 샘플을 용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니켈 함량은 손톱, 모발 등 다른 조직들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5) 

칼슘, 나트륨, 칼륨의 존재는 생물학적 시료의 니켈 정량화를 방해하여 특정 기술이(동위원소 희석) 

니켈 측정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6) 혈청과 소변 샘플은 이전 24~48시간 동안의 니켈 흡수량

을 반영하는 최근 노출의 가장 유용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이다.46)

Minoia 등47)은 이탈리아 북부 Lombardy 지역 출신의 니켈에 노출되지 않은 건강한 피험자

(n=1,237, 남성: 635명, 여성: 602명)의 소변, 혈액 및 혈청에서의 니켈의 미량 원소 농도를 측정하는데 

원자 흡수분광법과 중성자활성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소변 샘플(n=878)의 평균 니켈 수준은 0.9 μg/

L(0.1~3.9 μg/L 범위)이었고, 혈액샘플(n=36)은 2.3 μg/L(0.6~3.8 μg/L 범위)이었고, 혈청 샘플(n=385)

은 1.2 μg/L(0.24 ~3.7 μg/L 범위)이었다. 노르웨이-러시아 인구 기반 건강연구에서, 인체 니켈 노출

은 1994~1995년 동안 노르웨이-러시아 국경 양쪽의 니켈 정련공장 근처에 사는 성인 인구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소변 샘플은 18~69세의 Nikel, Zapolyarny, Sor-Varanger 지역에 사는 주민 대상, 그

리고 Kola Peninsula 니켈 생산센터 근처에 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러시아의 Apatity와 

Umba, 노르웨이의 Tromso).

총 2,233개의 소변 표본이 수집되고,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을 이용하여 니켈이 분석되었다. 가장 

높은 소변 니켈농도는 Nikel 주민에게서 관찰되었다(중앙값: 3.4 μg/L, 평균: 4.9 μg/L, 범위: 0.3–61.9 

μg/L). 그 다음으로는 Umba(중앙값: 2.7 μg/L, 평균: 4.0 μg/L, 범위: 1.0–17.0 μg/L), Zapolyarny (중

앙값: 2.0 μg/L, 평균: 2.8 μg/L, 범위: 0.3–24.2 μg/L), Apatity(중앙값: 1.9 μg/L, 평균: 2.6 μg/L, 범

위: 0.3–17.0 μg/L), Tromso(중앙값: 1.2 μg/L, 평균: 1.4 μg/L, 범위: 0.3–6.0 μg/L), Sor-Varanger (중

앙값: 0.6 μg/L, 평균: 0.9 μg/L, 범위: 0.3–11.0 g/L) 순이다. 러시아 참가자들은 모든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노르웨이보다 소변의 니켈 평균이 더 높았다.7) 

Ohashi 482)은 일본의 11개현의 일반 여성의 소변 내의 니켈 참고값을 구했다. 20~81세의 1,000명

의 니켈에 노출되지 않은 성인 여성에게서 2000~2005년 동안 약 13,000개의 소변 샘플을 수집하였

다. 소변 내 니켈은 흑연로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으로 분석되었다. 니켈의 기하 평균 농도는 2.1 μg/

L(범위: 0.2–57 μg/L 이내)이었다. Creatinine 보정한 후, 기하 평균 농도는 1.8 μg/L(최대치: 144 μg/L)

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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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니켈에 의한 독성은 노출 경로와 물질의 용해도에 달려있다. 최근에 니켈도금이 박리되어 니켈을 

구강으로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관련된 건강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니켈을 구강

으로 섭취하였을 경우의 체내동태와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소화기로부터 니켈의 흡수는 음식, 음료수, 물의 섭취 후에 일어나며, 음식은 니켈의 주요 노출원이다. 

체내 니켈의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며, 매일 약 200 ㎍ 이하의 니켈을 섭취한다.

위장에서 니켈 흡수율은 가변적이고, 식이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경구섭취 후 식수로 인체에 들어

오는 니켈의 약 27%가 흡수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약 1%만 흡수 된다.

동물실험에서 니켈을 경구로 투여하였을 경우에 혈액으로 흡수된 니켈은 신장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상당한 수준의 니켈이 간, 심장, 폐,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조직과 뇌

에서 발견된다. 인간 혈청에서 니켈은 알부민, L-히스티딘, α2-마크로글로불린과 결합한다.

태아의 니켈 노출은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혈액으로 니켈이 옮겨질 수 있다. 니켈은 태반을 빠르

게 통과하여 태아의 조직에서도 검출된다. 유아는 모유 수유를 통해 모체로부터 니켈이 옮겨질 수 

있다.

사람의 경우, 흡수되지 않은 니켈이 대변을 통해 배출된 반면, 흡수된 Ni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었다. 

니켈은 비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에서는 소변에서 발견된다.

니켈은 조직에 축적이 잘 안되며, 노출 경로와 상관없이 흡수된 니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먹는 

물에 체중 당 12 μg의 니켈을 주입하고 측정한 소변으로 니켈 배출반감기는 19.9 에서 26.7 시간이었다.

직업적 노출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혈청과 소변에서의 Ni 농도를 보고하였다. 혈청/혈장 및 소변 

중의 Ni 농도를 각각 0.14-0.65 μg/L과 0.9-4.1 μg/L의 범위였으며. 전혈의 Ni 농도는 0.34-1.4 μg/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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