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나토구에서는 생애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미세알부민뇨 

검진을 실시합니다. ‘미세알부민뇨 검사’는 신장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꼭 

진찰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진찰 기간 

레이와 4 년 7 월 1 일～레이와 4 년 11 월 30 일 

대  상 

･레이와 ３년도의 미나토구 특정 건강 검진을 받으신 분 중에 혈당 

검사의 HbA1c 수치가 6.5% 이상이며 또는 단백뇨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마이너스(±)인 분 

･레이와 4 년 4 월 1 일 현재, 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검진일까지 계속해서 가입하고 계신 분 

검사 방법 문진, 소변 검사 

 

●검진 방법  

① 검진은 구내 지정 의료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페이지 이후에 

기재한 지정 의료 기관 명부에서 선택하여 직접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미나토구 미세알부민뇨 검사 진찰권’과 보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와 4년도의 특정 건강 검진과 함께 검진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레이와 4 년도(2022 년도) 

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험 미세알부민뇨 검사 안내 
 

 



 

③ 추후 검진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 의사에게 직접 ‘결과 설명’을 받으십시오.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통지 

1.미세알부민뇨 검사 결과는 구에서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구의 보건 사업 등에 

활용하므로 양지하시고 진찰을 받으십시오.  

2.미세알부민뇨 검사 결과 및 진료 경과의 조사 결과는 익명화하여 구와 미나토구 

의사회가 실시하는 조사, 연구에 활용하므로 양지하시고 진찰을 받으십시오. 

 

 

 

 

 

① 의료 기관에 

직접 예약 

 
②의료 기관에서 

검진 

 
③ 의료 기관에서 

결과 설명 



 

 

 

≪문의처≫ 

미나토구 미나토 보건소 건강추진과 건강 증진 담당 

☎０３（６４００）００８３ 

미세알부민뇨 검사 Q&A 

Q.‘미세알부민뇨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A.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신장에서 여과하지 못한 혈중 단백질이 소변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소변 속의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검출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Q.지금까지 특정 건강 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뭐가 다른가요? 

A.특정 건강 검진에서 실시하는 소변 검사보다 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으로 극히 소량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 신장 기능의 저하를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레이와 3년도의 미나토구 특정 검진에서 HbA1c의 수치가 6.5% 이상이며 단백뇨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마이너스(±)인 분이 대상입니다.  

※당뇨병 등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검사 받으실 수 없습니다. 

Q.이 검사의 대상자라는 건 벌써 당뇨병이 되었다는 건가요? 

A.아니요. 당뇨병으로 진단된 것은 아닙니다. 

Q.이 검사에서 ‘미세알부민뇨’로 판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변 중에 나타나는 알부민의 양은 여러 원인에 의해 변동합니다. 우선 검사를 받은 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Q.이 검사는 특정 건강 검진과 함께 검진받을 수 있는가요? 

A.검진 의료 기관에 예약할 때에 특정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어 가능할 때는 별도로 

보내 드리는 특정 건강 검진 진찰권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와 

４년도의 특정 건강 검진과 함께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